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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태적 가

치를 습득하고 이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생태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

단으로 환경영화제를 활용할 수 있다. 환경영화제는 생태적 가치

를 지향하면서 영화의 힘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환경문제와 해결

책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

기 위해 개최되는 환경영화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환경영화제의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환경교육적 영향

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축제의 유희 속에서, 시민

들에게 환경영화를 매개로 소통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환기한다면 환경영화제가 갖는 ‘생태문

화축제’로서의 의미와 정체성,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

현재까지 ‘생태문화축제’의 정의가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한,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환경영화제의 의미를 찾고 있는 연구는

일부 있지만, 이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들여다보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화제를 생태문화축제의 한 갈래로

정립시키는 학술적인 과정과 환경영화제가 보여주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영화제가 갖는 성격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고자 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환경영화제에 참여

한 시민들의 참여 동기와 기대를 분석하였으며, 그들이 경험한 환

경영화제는 교육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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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생태문화축제란, ‘즐겁고 특별한 시·공간에서 생태적 가치

를 기반한 생활양식을 만들고 향유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환경교

육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에 비추어, 환경

영화제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축제를 환경교육적 자원으로 발굴

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영화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격은 상호작용하며 환

경교육적 의미를 담아낸다. 환경영화제에서 감상, 소통, 체험을 함

께하는 시민의 경험에서 환경교육적 의미가 발견되었다.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는 시민이 생태적 문화를 학습하고

향유하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즉, 환경영화제는 축제를 매개

로 한 환경교육의 장(場)이 된다. 시민은 환경영화제를 ‘새로운 경

험적 환경교육’,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문화축제’로 수

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인식 속에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이 내재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환경영화

제의 환경교육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의 확산을 통해 생태문화 구

축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환경교육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밝히는 검증이 연구과제로 요구된

다. 또한 영화제를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 부대행사 운영자들 등

으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들의 시각에서 환경교육적

의미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환경교육, 환경영화제, 생태문화축제, 질적 사례연구

학 번 : 2020-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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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베를린영화제, 칸영화제, 베니스영화제는

대중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환경영화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문화 구축에 앞장선다는 개최 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크

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이데거(Heidegger, M.)는 환경문제를 초래

하는 본질은 자연을 객관화하고 수량화하려는 서구의 해체 분석적 사고

방식에 있다고 하였다(Foltz, 1984). 객관화를 중시하는 과학자들조차 인

류세(anthropocene)1)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만 보더라도, 지구 생태계

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 이제

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박인준 외, 2005). 나아가, 인간중심주의와 과학

기술주의의 고착을 탈피하고 생태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생태 위기를 극복

해야 한다. 생태문화란, 사회 구성원들이 생태적 가치를 습득하고 이를

축적하여 공유해나가는 생활양식으로서, 그 과정에 ‘교육’이 관여할 수

있다.

다른 영화제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화제 또한 하나의 축제로, 환경영

화제는 환경영화의 힘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

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환경영화제로는 그랜

드테톤 국립공원의 야생 안에서 즐기는 잭슨홀영화제(Jackson Hole

Wildlife Film Festival)가 있고, 인도에서는 바타바란야생동·식물영화제

1) 인류세(Anthropocene)’란 노벨화학상 수상자 크뤼첸(Paul Crutzen)과 생태학

자 스토머(Eugene Stoermer)가 2000년에 발표한 한 기고문에 등장한 신조어로

“인간 활동이 지질학적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대(epoch)”를 지칭한다(임

현진 & 장진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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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Vatavaran Environment & Wildlife Film Festival)가 열리고 있

다. 2010년에 시작된 멜버른영화제(Environmental Film Festival Melbourne)

는 영화제 개최의 의미를 자국에서 인정받으면서, 호주 전역으로 규모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름 있는 영화제들 사이에서 환경영화제

는 대중의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환경교육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

휘되지 못하고 있다.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세계의 영화제들

속에서, 환경영화제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보다 명확

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환경영화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제공하는 환경교육적 영향력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환경영화제가 시민의 ‘생태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

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수용이 필요하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환경영화제란 존재의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다. 환경영화제란, 국제영화제 중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로

분류되는 ‘문화 축제’의 하나다(박조원 & 최명일, 2014; 조혜원, 2008; 하

윤정 & 양위주, 2011). ‘문화축제’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희적

성격뿐 아니라,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나아

가 인간의 고유영역인 문화가치를 생산해내는 통로라는 교육적 성격 또

한 있다(박지선, 2009; 최문규, 2003). 환경영화제는 환경과 생태를 소재

로 하는 ‘문화축제’로, 시민은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를 창출하는 ‘환

경교육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 방식은 영화와 환경문제의 결합을 통

해 대중들의 관심을 끌며, 이들이 교류하는 장을 형성함으로써(Monani,

2013) 실현되고 있다.

현재까지 ‘생태문화축제’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환경

영화제가 갖는 성격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적 의미를 밝힌 연구는 더욱 찾

기 어렵다. 환경영화제가 환경교육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거나 환경교

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했을 뿐, 이에 참여한 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

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생태문화

축제로서 환경영화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의미 있게 역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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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환경영화제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환경교육적 관점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화제가 지니는 성격을 도출하여 영화제가

생태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교육의 관점에서 환경영화제가 갖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에 참

여한 시민이 환경영화제의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그

들이 경험한 환경영화제가 교육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지니는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문제는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환경영화제의 의미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이다. 환경영화제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최될 수 없

거니와 영화제가 만드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궁극적으로 얻어가는 이는

시민이다. 따라서 환경영화제 연구에 있어서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

의 인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영화제이자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온 서울환경영화제를 사례로 하여 환경영화제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화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조사하고,

이들의 영화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화제의 특성과 의미를 탐구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화제는 어떤 의미와 특성을 지니는가?

∙시민의 환경영화제 참여 동기와 기대는 무엇인가?

∙시민은 환경영화제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환경영화제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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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화제는 어떤 환경교육적 의미를 지니는가?

∙시민의 경험에서 환경영화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교육적 함의

를 발견할 수 있는가?

(3) 환경영화제의 의미는 어떻게 제시되는가?

제 3 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

이 논문은 총5장으로 구성된다.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살펴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는 환경영화제의 특성에서

시작하여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 환경영화제의 의미로 점차 확

대된다.

2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기술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환경영

화제 정체성을 사회 변화 주도, 환경교육, 공동체 형성 등 세 가지 영역

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확인한다. 환경교육적 관점에서 환경영화제

에 대하여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여 이 연구에서 수행할 지점을

파악한다. 또한, 생태문화축제의 정의와 성격을 제시하며, 환경영화제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원리를 탐색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 사례연구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연

구에서 선정된 연구 사례를 탐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다

양한 연구 방법을 살피고,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4장인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기대, 경험 분석을 토대

로 환경영화제의 성격을 도출한다. 또한,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

를 탐색한다. 나아가 환경영화제가 지니는 의미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

서 분석한다.

5장에서는 본론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환경영화제의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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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효과와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연구 결과

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

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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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환경영화제 관련 이론적 자

원들을 탐색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이

연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의

환경영화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 연구 지도(Research map)를 제작하고,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연구 틈새’를 파악하여 이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

는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환경영화제의 역할과 기능으로 설명되는

정체성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동안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환경영화제 연구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생태문화축제를 정의하고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 축제, 문화축제, 생태문화의 의미를 비교하였으며, 환경영

화제를 활용한 환경교육 방법의 주요 원리를 탐색하였다. 이는 크게 영

화를 활용한 환경교육과 경험에 기반한 환경교육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환경영화제

1. 환경영화제 연구 지도

환경영화제는 국제영화제 중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로 분류된다(하윤

정 & 양위주, 2011). 온라인 검색 포털 구글(Google)에서 찾은 결과, 오

늘날의 세계 환경영화제는 총 37개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장 큰 규모의

환경영화제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Environmental Film Festival in the

Nation's Capital이다. 세계 최초의 환경영화제로 알려진 버몬트국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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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The Vermo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1985년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하여 시작되었다(Monani, 2013). 이후 1991년 잭슨홀영화제

(Jackson Hole Film Festival), 1999년 핑거레이크환경영화제

(FingerLakes Environmental Film Festival) 등이 개최되었다. 세계 최초

의 국제영화제인 베니스영화제(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1932년에 시작한 사실에 비하면, 환경영화제는 비교적 그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길지 않은 세계 환경영화제의 역사 속에서, 환경영화제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환경영화제의 탄생 배경과 역사 등 객관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소개하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는 환경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들을 탐색하여 환경영화제의 윤곽을 드러내고, 환경영화제의 개념

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고자 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Monani(2013),

Norman(2000) 등의 연구에서 언급된 환경영화제는 그 이름에서

‘environmental’, ‘environment’, ‘earth’, ‘eco(ecological)’, ‘planet’ 등의 단

어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환경영화제의 주최들 사이에 작용하는 권력 구조를 분석한

영역이 있다. 영화제에는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환경영화제가 온

전히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

된 연구다.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이론2)을 토대로, 영화제의 유형은 권력

구조에 따라 공식적 공공영역(정부의 주도), 대안적 공공영역(시민단체

등의 주도), 그리고 공공영역이 아닌 기업주도형 영화제로 분류된다

(Monani, 2013). 이러한 분류에서 환경영화제는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형성하는 권력 구조의 삼각 구도 속 어느 한 지점에 있다. 이 연구는 환

경영화제는 참여 주체들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속에서 환경 담론과 행동

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화제의 정체성에 대하여 탐색한 영역이 있다. 이에

2) 유르겐 하버마스가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공론장의 구조 변

화)>에서 제시한 공공영역 이론은 영화제가 곧 공론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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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다양한 연구에서는 환경영화제의 정체성을 탐색하여 다양한 영

화제 속에서 환경영화제의 위상을 찾고 있다(사지원, 2008; Armatage,

2013; Chiu & Arreglo 2011; Cullen, 2015; Gellhorn, 1991; Mitman,

2014; Monani, 2013; Norman, 2000; Stringer, 2003). 과거에는 국내외적

으로 연례행사로 열리는 영화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덜 했었다. 최근

에는 오히려, 하나의 영화제는 연중 한 번만 개최되기 때문에 영화제 필

요성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영

화제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조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Archibald

& Miller, 2011). 이와 같은 조사는 환경영화제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화제 연구 영역을 살펴보았다. 다

음은, 선행연구의 공백으로부터 이 연구에서 고찰할 내용을 도출하고, 그

것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 밝힐 내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환경

영화제 연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영화제 연구 지도(Research map)’

로 <표 1>과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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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영화제 연구 지도(Research map)

연구 영역
정보 조사와

정리

영화제

권력구조 분석
정체성(역할과 기능) 탐색

연구 주제

역사/종류 소개
(Monani, 2013)

하버마스
공공영역론과
환경영화제의
지형

(Monani, 2013)

1) 사회 변화 주도
(Monani, 2013;
Norman, 2000;
사지원, 2008)

2) 환경교육
(Armatage, 2013;

Chiu & Arreglo, 2011;
Cullen, 2015;

Gellhorn, 1991; Norman,
2000)

3) 네트워크 형성
(Gellhorn, 1991;
Mitman, 2014;
Stringer, 2003)개최 배경

(Norman, 2000)

연구 의미
영화제
체계
정립

영화제에
내재한
권력구조
파악

문화정치와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역할

발견

환경교육
도구로서의
가치 발견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기능 발견

연구 틈새 문화축제의 개념 -

시민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환경영화제의
사회적 의미

시민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환경영화제의
교육적 의미

이 연구와의
관련성 ◎ x △ ◎ x

선행연구
고찰에서
다룰 내용

생태문화축제의
개념 -

환경영화제
정체성 탐색에
관한 연구

교육적 관점에서의
환경영화제 정체성

탐색
-

이 연구에서
밝힐 내용

환경영화제 특성 - 환경영화제의
사회적 의미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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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화제의 정체성 탐색

영화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형성과 대중 교육 등의 노력

으로 환경영화제는 사회의 수요층을 점차로 확보하며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중이다. 정체성이란, 특정 대상에 부여된 존재 이유에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결합해 이해될 수 있는 본질적 원형(prototype)을

뜻한다(김영종, 2015). 그렇기에 환경영화제의 정체성을 향한 관심은 영

화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세계의 환경영화제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탐색한 연구는 크게 사회 변화 주도, 환경교육, 공동체 형성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된다.

첫째, 환경영화제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2>

에 제시된 것처럼, 일부 환경영화제에서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환경 행동의 실천을 유도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Monani, 2013;

Norman, 2000; 사지원, 2008). 이에 해당하는 영화제들은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적 성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버몬트국제영화제는 개최

를 통해 핵 반대 운동을 추진한 역사가 있다(Norman, 2000). 독일 베를

린에서 열리는 에코무브국제영화제(Ecomove International)에서는 환경운

동가들의 열성적인 토론이 관찰되기도 하였다(강윤주, 2004). 이 사실은

환경영화제는 ‘환경운동’을 위한 기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

은 영화제에서는 환경운동이 정치적 장에서 문화적 장으로 옮겨가는 모

습이 관찰되므로, 환경영화제는 곧 ‘문화정치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Ki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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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영화제

연도 영화제 이름 지역 관련 연구 영화제
역할과 기능

1985

버몬트국제영화제
The Vermo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미국
버몬트

Norman
(2000),
Monani
(2013)

환경운동
(핵 반대 운동)

1999
에코무브국제영화제
Ecomove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강윤주
(2004)

환경운동가들의
모임, 토론

둘째, 환경영화제는 대중을 위한 환경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rmatage, 2013; Chiu & Arreglo, 2011; Cullen, 2015; Gellhorn, 1991;

Norman, 2000).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환경영

화제는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멜버른영화제(Environmental Film

Festival Melbourne)는 환경영화의 힘을 이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알리

고, 참여하며, 영감을 주기 위한 비전으로 2010년에 시작되었다. 이 영화

제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ESD)을 위한 호주 시민으

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Cullen, 2015). 현재는, 멜버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친환경 행사 중 하나로 성장하여, ‘호주환경영화제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ustralia)’로 명칭을 변경하며 호주 전역

으로 확장되었다. 이 사례는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역할을 사회적으

로 인정받고 있는 현주소와 함께, 영화제를 통한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한편, 플래닛인포커스영화제(Planet in focus Film Festival)

는 영화제가 열리는 지역 밖의 박물관과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소규모

환경 축제의 개최 준비를 돕고, 환경영화의 제작방법 등을 지도하고 있

다(Armatage, 2013). 따라서, 환경영화제는 사회에서 시민에게 환경교육

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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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교육의 기능을 하는 환경영화제

연도 영화제 이름 지역 관련 연구 영화제
역할과 기능

1991
잭슨홀영화제

Jackson Hole Film
Festival

미국
샌프란
시스코

FeStIval
(2011)

환경영화 유통/
대중 교육

1992 DC영화제
DC Film Festival

미국
워싱턴
D.C.

Norman
(2000)

대중 교육

1997

핑거레이크환경영화제
FingerLakes

Environmental Film
Festival

미국
뉴욕

Chiu &
Arreglo
(2011)

학제간 융합적
접근

1999
플래닛인포커스영화제
Planet in focus Film

Festival

캐나다
토론토

Armatage
(2013)

환경축제 또는
환경영화의
교육 제공

2010

멜버른영화제
(호주환경영화제)
Environmental Film
Festival Melbourne

호주
멜버른

Cullen
(2015)

ESD를 위한
시민 양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셋째, 환경영화제는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한 다

양한 공동체(community)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공

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환경교육 네트워크, 영화제 네트워크 등이 서로

다른 환경영화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Gellhorn,

1991; Mitman, 2014; Stringer, 2003). 이 영화제들은 공동체에 기반하여

친환경적 삶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

한다. 또한, 영화제에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갖

기도 하고, 다른 영화제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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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동체를 형성하는 환경영화제

연도 영화제 이름 지역 관련 연구 영화제
역할과 기능

1991

제1회국제환경영화제
The First Annu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ilm
Festival

미국
볼더

Gellhorn
(1991)

환경교육
네트워크
형성

1999

어스비전환경영화제
Earth Vision-Tokyo

Global Environment Film
Festival

일본
도쿄

Stringer
(2003)

환경영화제
네트워크의
확장

2007
테일스프롬플래닛어스
Tales from Planet Earth

미국
위스콘
신

대학교
매디슨

Mitman
(2014)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이처럼, 사회에서 환경영화제는 환경 운동과 문화정치로서의 기능, 시

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능,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며 조금씩 그 성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영화

의 시장 진출, 유통과 배급의 기능이 언급된 문헌(Monani, 2013)도 존재

했다.

교육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한 환경영화제 관련 연구는 매우 드

물었다. 그 이유는, 교육계에서 영화제에 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하거

나, 세계의 환경영화제 중에서 환경교육적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경

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계

의 다양한 환경영화제에 잠재된 환경교육적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지

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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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적 관점에서의 환경영화제 분석

이 연구는 환경영화제에 내재한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목적

이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경영화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Norman(200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Norman(2000)에 따르면,

환경교육적 관점에 있어 주목해봄 직한 환경영화제로는 DC영화제가 있

다. 1992년 DC영화제의 개최 당시 비전(vision)에는 환경교육적 목적이

관찰되었다(Norman, 2000). DC영화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문

제를 알리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배경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1992년 DC영화제 개최시 당시 제시된 비전은 다음과 같다.

∙도시 다양한 인구(populations)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한다.

∙환경단체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한다.

∙워싱턴 지역이나 미국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영화를 상영한다.

∙어린이 단체 또는 지역 학교 시스템과의 협력을 포함한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 형성을 촉진한다.

∙대중들에게 참여적인 영화와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중요한 환

경문제에 대해 알린다. (강조는 필자)

이처럼, 1992년 DC영화제 개최의 비전에서는 워싱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관찰되는 한편, 오늘날 DC영화제 공

식 홈페이지에서는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

고 있다.

∙임무(mission)

영화의 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증진한다.

∙비전(vision)

환경영화에 의해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하여 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계적인 문화를 만든다.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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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영화제의 비전을 명료화하면 ‘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계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3) 이와 같은 비전은 환경영화가 가진 교육적 영

향력을 이용하여 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

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DC영화제 개최의 환경교육적 목적은 영

화제 개최 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환경교육적 관점

에서 이 연구의 사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환경영화제는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영화제의 개최에 있어 환경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에는,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장소, 후원자, 영화, 연사 등이 있다

(Norman, 2000). 이 네 가지 요소는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가치를 발

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요소들이 충분히 환경교육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제에는 미국

워싱턴의 DC영화제가 있다. 워싱턴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어느 정도 반

영되어 있음에도, DC영화제는 다른 도시에서도 모방할 수 있는 환경영

화제의 환경교육적 모델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Norman, 2000).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화제가 사회에서 환경교육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환경영화제의 현주

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Norman(2000)이 제시한 네 가지 요소를 참고

로 하여 이 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영

화제가 열리는 장소, 영화제를 후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영화제에서 상

영되는 영화들, 영화제에서 발표하는 연사들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요구

된다.

Norman(2000)의 연구는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

한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그의 연구에서는 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지 실증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영화제의 교육

적 의미를 찾는 연구에서, 이제는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의 인식과

3) DC영화제 비전에서 제시된 ‘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와 관계되는 ‘생

태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 연구의 제2절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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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실제로 들여다볼 차례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환경영화제에 관

한 연구의 공백 중,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환경영화제의 함의를 발견하

는 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화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로 정하였다.

제 2 절 생태문화축제

복잡하게 얽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며(김남수 외, 2020), 문화적 차원에서는 생태문화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생태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는 ‘문화축제’가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문화축제가 교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문화를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뜻을 가진 ‘생태문화축제’가 학술적으로 정의 내려

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2절에서는 생태문화축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

여, 이 단어에 들어 있는 축제, 문화축제, 생태문화의 의미를 탐색하고,

‘생태문화축제’를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에서 내린 정의에 따라 생

태문화축제의 성격을 제시할 것이다.

1. 생태문화축제의 정의

가. 축제

환경영화제(film festival)는 단어에서 살필 수 있듯이, ‘축제(festival)’

의 일종에 해당한다. 축제는, ‘체험 속에 삶의 영역을 적용하는 인간의

놀이 형식(Harvey, 1980)’이면서,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집단적 활동(한양명, 2000)’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축제는 일상

에서 분리된 놀이와 같이 즐겁고 특별한 이벤트(event)의 성격이 있으면

서도 삶의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문화’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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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깊다. 그리고, 축제는 공동체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결속력

을 주는 사건을 위해 행사되기도 한다(조명환 & 장희정, 2005). 축제의

정의에서, 환경영화제는 유희적(遊戱的), 비일상적(非日常的), 공동체적

(共同體的) 성격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 문화축제

18세기 말 철학자 헤겔(Hegel, G. W. F.)은, 아테네 도시의 역사, 교

양, 법제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1년 동안 그 도시 안에서 살았던 사람

도 여러 차례의 축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축제의 교육적,

지식습득적 힘을 언급했다. 이처럼 축제는 문화를 창출해내는 통로로서

(박지선, 2009), 생성된 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하게 만든다. 문화는 한 사

회의 구성원이 습득, 공유, 전달하는 생활양식을 일컬으며,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물질적, 정신적인 소득 모두, 즉 의식주, 언어, 종교, 풍습, 제

도, 예술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Uba, 1994; 노충래 & 홍진주, 2006 재

인용). 더욱이, ‘문화’라는 말은 문치교화(文治敎化)에서 유래되었다. 문화

의 본디 뜻을 새겨보면, 문자와 문명으로 다스리고 가르쳐서 좋은 방향

으로 이끌어간다는 교육적 의미를 내포한다. 문화와 축제가 결합한 ‘문화

축제’는 축제가 가진 교육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의미로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문화축제는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의 고유영역인 문화가치를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지역문화축제

과거에는 영화제를 다양한 축제의 영역 중 ‘지역’ 문화축제의 한 갈래

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다. 지역문화축제란, 지역과의 역사 문화적인 상관

성 속에서 생성, 전승된 그 지역의 고유하며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

화한 것(박종삼, 2012)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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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한상현(2008)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윤시향과 장병수(2007)는 전주

국제영화제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류 체계는 영화제를 지역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기인한다. 환경영화제는 관광객

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영화제를 통한 대

중 환경교육 등에 취지가 있다. 더욱이 환경영화제는 세계화로 인해 축

제의 지역적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이므로(Stringer, 2001),4) 지역문화축

제로서 지니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화제는 지역문

화축제 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축제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한편, 1990년

대 중반 이후 점점 더 많은 학자가 환경영화제의 생태적 차원의 의미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였다(Monani, 2013). 이와 같은 학자들의 관심은 환

경영화제가 생태적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

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화제는 ‘생태적 가치가 반영

된 문화축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라. 생태문화

생태문화는 생태적 삶을 이상적인 가치로 하고, 그것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생각하는 개인의 자율적 결의와 실천에 기초한다(권정임, 2008).5)

교사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조지연, 2003), 공교육에서도 생

태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치임을 대변해준다. 그렇다면

생태문화와 환경교육에서 중시되는 생태적 가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생태(生態)라는 한자어 우리말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4) Stringer(2001)는 환경영화제에서 지역적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는

데, 참여자 7명 중 3명은 서울시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경영화제에서의 지역

적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5) 마르크스는 그의 후기 이론에서 인류의 재생산을 자연과의 복잡한 연관 아

래 다루고 있다. 권정임(2008)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기획이 생태사회 구상을

포함한다고 보며, 이를 재구성하여 ‘생태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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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기에, 그 어원적 의미에는 생명체와 환경이 맺는 유기적인 삶의 관

계라는 하나의 전체성이 전제되어 있다(김대홍 & 양은주, 2015). 생태문

화에서 ‘문화’를 수식하는 ‘생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서의 의미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이해된

다. 인문 사회과학적 학문영역에서 생태라는 말은 전체성, 어떤 사물이나

조직의 유기적 관계, 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상황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환경교육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생태’는 과학적 지식으

로서 생태보다는 ‘생태적 감성을 키우고 삶에 대한 생태적 관계성, 생태

적 사실들을 삶으로의 연결’ 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교육생태학 또는 그 유사 분야에서도 ‘생태’라는 개념

은 ‘환경’의 대안적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 전체론, 관계, 상호작용, 시스

템적 사고, 다름, 수평적, 존중 등의 의미를 일컫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사용되고 있다(남상준 외, 2020). 이는 ‘생태문화’는 최근의 ‘생태 패러다

임’과 뜻을 같이하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의 논의에

서, DC영화제의 비전은 ‘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생태문화는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환경을 구

성하는 전체를 존중하므로, DC영화제의 비전은 생태문화와 동일한 방향

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태문화’라는 용어가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에 이 연구에서는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의 뜻으로 ‘생태문화’를 재정의하였다. 생태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삶 속에서 생태적 가치6)를 습득하고 이

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 전달하는 생활양식’이다. 생태문화의 개념에서

생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 한다는 점에서, 생태문화가 창출되

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변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교육’이 관

6) ‘생태적 가치’는 간단하게는 자연 중심의 가치를 의미한다. 최신의 논의를 보
면, 생태적 가치는 ‘생태계 양과 질의 상태 또는 변화, 다양성(diversity), 온전성
(integrity), 회복탄력성(resilience), 안정성(security) 측면의 가치’로 정의하여 생
태계 고유의 가치임이 강조되고 있다(안소은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문화를
형성하는 기저에 있는 가치를 의미하기 위하여 남상준(2020)의 언급에 따라 사
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보았다. ‘생태적 가치’는 총체적, 관계, 상
호작용, 다름, 존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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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은 ‘문화축제’라는 형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마. 생태문화축제

생태문화축제는 간략히 ‘생태문화를 만들어가는 축제’로 풀이된다. 지

금까지, 생태문화축제라는 개념을 밝히기 위하여, 축제의 정의에서 시작

하여 문화축제와 그 하위 범주인 지역문화축제, 그리고 생태문화에 이르

기까지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는 생태문화축제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생태문화축제란, ‘즐겁고 특별한 시·공간에서 생태적 가치를 기반한

생활양식을 만들고 향유하는 집단적 활동’이다. 그리고, 생태문화축제는

그 정의에 따라 ‘유희적(즐겁고)’, ‘비일상적(특별한 시·공간에서)’, ‘생태

적(생태적 가치를 기반한)’, ‘공동체적(집단적 활동)’인 성격을 지닌다.

2. 생태문화축제의 성격

가. 생태문화축제의 성격

이 연구는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생태문화축제의 정의에서, ‘문화축제’의 교육적 성격은 ‘생태적 가

치’가 더해져 ‘환경교육적 성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태문화축제는 문

화축제의 교육적 성격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문

화를 창출하게 하거나, 이들을 그러한 문화를 학습하게 만들 수 있다. 생

태문화축제의 성격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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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태문화축제의 성격

나. 생태문화축제의 생태적 성격과 환경교육적 성격의 관계

생태문화축제는 생태적 가치와 환경교육적 성격이 모두 나타나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봄으로써 생태문화축제의 환경교육적 의미를 더

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만, 공통적으로 생태학7)에 근간을 두고 있다(주은정, 2016). 그러므로 생

태학과 환경교육의 관계를 조명하면, 생태적 성격과 환경교육적 성격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생태학의 개념들은 ‘환경적 지식(environmental knowledge)’의 핵심을

이루며,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 쟁점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결

정을 내리고, 삶의 질과 환경의 질 간의 역동적인 평형을 성취하고 유지

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Hungerford & Volk, 1990). 이처

럼, 생태학적 지식은 환경교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박진희 & 장남기,

7) 생태학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

로 ‘생태학’이란 용어는 헤켈(Heckel)이 처음 사용하였다(Odu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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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것은 생태문화축제가 지닌 생태적 성격으로부터 환경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생태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생태학에서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착된 인간과 자

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정치적 생활양식이

대폭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태현 외, 1997). 현재, 전 지구

적으로 직면한 환경위기가 이원론적 세계관, 인간의 지배,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서 유래한다고 봄으로써, 문화와 생활양식 등 현재의 사회관계와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때만 환경위기가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태현 외, 1997). 주목할 점은, ‘환경교육’을 통하여 생태계의 순

환질서 및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더욱 나은 이해를 증진하여줌으

로써,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존재해

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가능하다(김대희, 1997; 황만익, 1990)는 것이

다. 이는 환경교육적 성격을 갖는 생태문화축제를 활용하여 생태학에서

강조하는 생태적 가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생태문화축제가 다루고 있는 생태학적 지식은 그것의 환경

교육적 성격을 부각하여줄 수 있으며, 생태문화축제의 환경교육적 성격

은 그것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를 이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환경영화제를 새로운 축제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

초 작업으로서 ‘생태문화축제’의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생태문화축제가 가질 수 있는 성격을 유희적, 비일상적, 생태적, 환경교

육적, 공동체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생태문화축제

의 성격을 환경영화제가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경험

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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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영화제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원리

1. 영화를 활용한 환경교육

이 연구는 환경영화제에서 일어나는 환경교육적 경험에 대한 의미 이

해에 목적이 있다. 환경영화제에서 하는 주된 경험은 단연 환경영화 감

상이다. 이에, 영화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는 영화, TV, 모바일 등이 미디어의 종류로

정착했다(김정아, 2013). 영상 세대로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대에, 대중들

에게 환경영화를 보급하는 것은 환경을 고려하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

하고 환경 지식과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한

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의 측면에 있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화의 활용

은 환경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한 가지로 인정받고 있다.

영화는 학습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시사적인 환경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환경지식과 태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최돈형, 2002). 이를 증명

하고 있는 관련 연구는 사실상 부족하다. 하지만, 환경영화의 교육적 활

용에 있어 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선행연구가 두 가

지를 요소를 제시하였다. 영화는 생태계에 대한 ‘공감(empathy)’8)을 증진

시킴으로써,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환경태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공감’이 환경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

째, 공감은 세계적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필요한 세계 시

민성 함양에 중요한 능력이다(권은주, 2014). 둘째, 환경 감수성의 중심

8) 공감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공감은

흔히 인식되는 정서적 요소 외에도 인지적 요소, 의사소통 요소 등 세 가

지의 하위요소로 구분되기도 한다(Barrett-Lennard, 1981; 김광수·김해연,

2009; 박선희·권정화, 2010; 정진옥·김수, 2019; 한동균, 20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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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을 통해 학습자는 이타적인 행동의 동기를

부여받고, 공감의 대상에게 유대감이 향상될 수 있다(강민정 & 류재명,

2014). 그러므로, 영화는 학습자가 공감을 통하여 환경문제의 이해와 해

결을 위해 필요한 세계 시민성의 함양과 환경 감수성9)의 증진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공감적 감정을 전달하고 유도하는 영화의 특성(진승현,

2010)으로 인해 가능하다.

한편, 인간은 직접 경험이 적을 경우, 영화 등의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이미지를 토대로 태도를 형성한다(Ivory et al. 2009). 학습자는

환경문제를 직접 겪을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영화를 통해 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이은진, 2005). 이 사실은 환경영화는 학습자가 몸소 경

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환경문제를 간접 경험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

의 환경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

전의 가치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환경 다큐멘터리 활용이 권장된

다(장지헌, 2006). 이처럼 영화는 환경교육에서 유용한 교수‧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환경영화는 환경교육의 방법으로의 활용가치가 있음을 이해

했다. 그런데, 환경영화제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감독이나 배우 등과의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교육적 체험이 강

화된다(박조원 외, 2010). 즉, 환경영화제에서는 영화 감상뿐 아니라 다양

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한 환경영화제 활

용의 교육적 원리로서 ‘경험’ 기반의 환경교육을 조사하였다.

2. 경험에 기반한 환경교육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의 관람률은 9개의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영화제

9) 환경 감수성은 환경에 대한 감정이입의 관점에서(Hungerford & Volk, 1990)

공감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 어떤 자극이나 느낌을 받는 능력, 동정과

연민의 시각 등을 의미한다(이재붕 & 이두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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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이 일반적인 영화 감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

험’을 기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영화제는 환경문제를 토론하는 자

리, 환경 전시(exhibition),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환경캠페인 등과

같은 각종 부대행사를 함께 즐기면서 생태문화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교육학자 존 듀이(Dewey, J.)는 논리학 탐구의 이론에서 교육은 ‘경험

의 끊임없는 재구성’이며, 경험 안에서(within), 경험에 의해서(by), 경험

을 위해서(for)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경험과 교육은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다. 경험은 감각, 감성, 인지 등으로 분류되며, 넓게는 개인

의 행동적 경험과 집단, 사회,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겪는 관계적 경험을

통틀어서 아우른다(양정영 & 손선미, 2002). 환경영화제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시작

으로 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적 경험’까

지 모두 가능하다.

경험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총체적 경험’으로서

의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서상문, 2008). 경험학습은 지식과 기능, 태도

의 총체적인 결합으로(방선희 외, 2012), 지식의 단순 습득 이상으로 기

능을 익히게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여 준다.

총체적 경험으로서의 학습원리는 환경교육의 ‘통합성 원리’10)와도 부합한

다. 통합적인 환경교육이 되기 위한 목표는 지식의 전수에 그칠 것이 아

니라, 학습자 개인에게 의식의 변화, 습관과 기능의 개발, 가치관의 함양,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목표를 동시에 강조해야 한

다(윤경희 & 이두곤, 2006). 이것은 환경영화제에서 환경교육을 제공할

때 한 가지 영역에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험학습 이론의 ‘연속성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의 경험은 이미

10) 환경교육의 원리에서 통합성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을 뛰어

넘는 것을 의미한다(류재홍 & 이두곤, 2006). 이를 구체화하면, 목표의 통합성,

내용의 통합성, 방법의 통합성으로 제시된다(윤경희 & 이두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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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하며, 그 후 새로운 경험에 또다시

연결되며 학습이 일어난다. 따라서 지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경험

에 의해 계속해서 재구성된다. 만약 경험은 있으나 반성이 없거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채수진,

2020). Kolb(1984)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험만으로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

으며, 반성(reflection)을 통해 개념화하고, 다른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전

환되는 순환을 거치면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다(Lim, 2011).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를 하여 지식을 재구성하고, 현재의 경험을 통해 다

음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화제에서는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단순한 흥미 위주의 경험보다는 반

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

화제에서 경험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교육적 전략을 모색할 것이 제안된다.

‘영화’가 아닌 ‘축제콘텐츠’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 국

내 연구에는 강윤주(2009)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의 연

구에서는 환경영화제에서 영화 외에도 부대행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환경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것은 환경영화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벤트와 토론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교육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주장

에 대한 근거는 간단한 방문객들의 인식 조사와 문헌 정보에서 탐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의 경험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연구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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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기성품(off-the-shelf)과 같은 과정

이 아닌 스스로 직접 하는 수행(do-it-yourself)으로 설계되며 설계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들은 상호작용한다(Maxwell, 2012). 질적 연구의 설계

는 연구 문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전략을 택하고, 수집한 실증적 자료를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결론으로 연

결하는 작업(Yin, 1994)이다. 이 연구는 경계를 가진 사례(bounded case)

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연구전략으로 적용

하여 설계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사례연구 방법의 적절성을

기술한다.

제 1 절 연구 방법론

1.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질적 연구는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경험자료로서

숫자 대신 텍스트를 사용하며, 구성주의적 관점이나 주관주의의 입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Flick, 2007). 이는 양적 연구가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진 객관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인

식과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환경영화제가 띠는 성격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영화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보다는 현장 참여자들의 주관적 견해를 살필 수 있는

질적 연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Creswell(1998)은 질적 연구를 ‘전기,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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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의 다섯 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방법(Merriam, 1998; Schwandt,

2007; Stake, 2011; Yin, 2002)으로서, 사례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갖는 체제(bounded system)이자 단일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

는 것이다(Merriam, 1998). 환경영화제는 시공간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를 연구 전략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Yin(2002)이 제시한 3가지 사례연구의 유형11) 중 탐색적

(exploratory)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탐색적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하여

‘무엇(what)’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화

제라는 현상에서 발견되는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환경영화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발견하고자 한다.

Stake(2011)는 사례연구를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 도

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 집합적 사례연구(multiple or

collective case study)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이 연구

는 환경영화제의 성격과 함께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본질적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와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

구’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집단 등의 연구 대상이 너무 방대하여 그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집단과의 비교와 대조 속에서 수행되는 연구이다(조용환,

2011).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구’는 특수하고 유일하며 희귀한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뜻한다(조용환, 2011). 그리고 사례연구

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세계와 상호의존

적이라는 것“이다(조용환, 2011; 전현욱, 2014 재인용). 이 연구는 우리나

라에서 유일한 환경영화제에 관한 탐구로,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은 존재 자체로

이미 세계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환경영화제의 한 측면을

11) Yin(1993)은 사례연구의 목적에 따라 탐색적(exploratory), 설명적

(explanatory), 기술적(descriptive) 사례연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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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바라봄으로 환경영화제가 연결된 세상에 대해 이해하기를 시

도할 것이다.

<표 5> 목적에 따른 사례연구의 구분

Yin(2002) Stake(2011) 조용환(2011)
탐색적 사례연구(✔)

-현상에 대하여

무엇(what)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함.

내재적 사례연구(✔)

-사례 자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함.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

설명적 사례연구

-어떻게(how),

왜(why)라는 질문을

통해 특정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함.

도구적 사례연구

-사례를 도구로

활용하여 다른 쟁점을

이해, 통찰을 얻고자

함.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구(✔)

기술적 사례연구

-실제적 맥락 안에서

사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함.

집합적 사례연구

-다수의 사례를

연구하여 어떤

현상이나 집단,

상황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함.

앞에서 제시한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표 5>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영화제의 실제적 맥락

안에서 환경영화제의 특성과 이에 따르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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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함이다. 셋째, 환경영화제라는 특수하고 희귀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환경영화제와 연결된 세상에 대해 이해하기를 시도하

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에는 면접, 설문조사, 관찰, 문헌연구,

내용분석, 현장연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조흥식 외, 2005).

Punch(2013)에 따르면 사례연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 심층 면접, 현장연구, 문헌연

구 등 다양한 질적 자료 수집방법을 활용하였다.

2. 연구 사례

가. 연구 사례 선정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중요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알려지지 않은 현

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신경림 외, 2004; Yin, 2002). 이 연구

에서 선정한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문제가 시급해진 현대사회에서, 환

경영화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또한, 각종 영화제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환경영화제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사례는 알려지지 않

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서울환경영화제

2004년 처음 개최한 서울환경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

화제이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영화제이다(서울환경영화제,

2021). 제2장 선행연구 고찰에서, DC영화제의 개최 목적이 환경교육에

있음을 그것의 개최 비전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환경영화

제의 환경교육적 목적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림 2>처럼 소개글 형태

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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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환경영화제 소개(서울환경영화제 공식홈페이지, 2021)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 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의 주최로 열리고

있으며, 제17회는 JTBC 방송국, 제18회는 MBC 방송사와 공동주최하였

다. 영화제의 조직구성은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실질적

으로 영화제를 기획하여 마련하는 이들은 2021년 현재, 사무국장, 프로그

래머, 프로그램팀, 기획전략팀, 운영팀, 홍보팀 등이 20명 이내이다. 이

외에도 기술, 자막, 일러스트, 디자인, 웹사이트, 홍보 대행, 공식기록, 부

대행사, 전시 등을 맡는 직원 40여 명 있다. 이 영화제는 최대 47개국에

서 출품한 환경영화 중에서 매년 50～160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고

있다. 관람객의 숫자는 2015년 제12회차에서 115,567명의 최다 인원수를

기록하였다. 영화제의 연도별 추진 실적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서울환경영화제 대상의 환경교육적 영향 요소 분석

환경영화제의 개최에 있어 환경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장소’,

‘후원자’, ‘영화’ 등이 있다(Norman, 2000).

먼저, 서울환경영화제의 개최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상 중구, 서

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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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까지 개최지에 대한 직관적 파악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지리적으로는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

로 서울의 중심부를 개최지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해마다 다른 장소

로 이동해 오고 있는 것은 보다 다양한 지역에 환경영화제의 교육적 효

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서울환경영화제 개최지 표시

다음으로, 서울환경영화제의 후원자에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의전당,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등이 있다. 또한, 국내 SK브

로드밴드, NH농협은행, 볼보자동차,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메가박스

등 3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이 영화제를 협찬하고 있다. 이처럼 1년에 한

번 열리는 서울환경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관들이 후원하

며 협조하고 있다. 후원자들의 영화제 지원을 통해 시민 환경교육이 질

적으로 제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의 관심은 중요

한 의미가 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가 환경영화제를 후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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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는 환경보

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

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는 경비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와 같은

정책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환경영화제를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들을 소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수상작

종류
영화

제목

영화

감독
영화 개요

국제

경선

대상

아마존

최후의

숲

The Last

Forest

(브라질 ,

2021)

루이스

볼로

네지

L u i z

Bolog

nesi

아마존의 외딴 지역 야노마미 부족의 땅은 점

점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곳을 대표하는 인물이

자 부족의 샤먼인 다비 코페나와 야노마니는 금

채굴자들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며 죽음을 불

러오는 동안 숲의 정령을 보호하고 마을의 전통

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한편 젊은이들은 백

인들이 가져온 물건에 매료되고 마을을 떠나 백

인 사회로 편입되고자 하는 유혹과 싸운다. 남

편이 사라지는 모습을 본 이우아나는 꿈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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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영화

경선

-심사

위원

특별

상

방랑

견(犬)문

록

Stray

( 미 국 ,

2020)

엘리자

베스

로

Elizab

e t h

Lo

터키의 이스탄불 거리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개들의 시선을 통해 불안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탐구한다. 음식과 쉼터, 친구를 찾아다니며 길

위의 삶을 사는 세 마리의 개 제이틴, 나자르,

카르탈의 눈과 귀를 통해 도시와 사람들의 친근

한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사

회의 구석진 부분이 화면에 펼쳐진다. 동물의

낯선 시선으로 계급, 인종, 성별로 나눠진 인간

세계의 분열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동시에 새

로운 감각적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

환경

영화

경선

-관객

상

저무는

마을

O n c e

Upon a

Village

( 인 도 ,

2021)

스리

쉬티

라케라

Srishti

Lakhe

ra

히말라야 산기슭에 저물어가는 한 마을이 있

다. 이곳에는 80살 할머니와 19살 소녀를 포함

한 7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다. 할머니와 소녀는

낯선 도시로 떠날지 아니면 이 외로운 마을에

계속 머물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한때 마을

에 살았던 50가구는 전부 도시로 이주했고, 마

을의 지형과 계절에 따라 조화를 이루던 생계와

활기는 점차 사라져갔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두

여성이 직면하는 이주에 대한 압박은 점차 심화

된다. 감정이 일렁이는 이들의 여정은 ‘집’이라

불리는 장소와 이들의 관계를 서서히 바꾸어 놓

는다.

화이트

큐브

White

Cube

(네덜란드

, 2020)

렌조

마르

턴스

Renzo

Marte

ns

렌조 마르턴스 감독의 전작 <에피소드 3: 가

난을 즐겨라>(2009)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진을 이용해 그들의 빈곤을 표현할 수 있

도록 격려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노력은 현지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득도

안겨주지 못했다. 감독은 이번 영화 <화이트 큐

브>를 통해 콩고의 팜야자 플랜테이션에서 뉴

욕타임스 1면을 장식하는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흐름을 뒤집고 예술계와 관련된 특권을

이용하여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례 없

는 시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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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

이 될 연구 참여자 모집에 기본이 되는 기준은 ‘서울환경영화제(SEFF)

에 시민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연구자가 영화제 행사에 참

여하여 접촉한 시민, 서울환경영화제 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주변인, 블

로그나 등의 개인 SNS 계정에 메일로 연락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한국

환경

영화

상

-대상

,

관객

심사

단상

봉명주공

(2020)
김기성

1980년대 지어진 봉명동 주공아파트는 청주의

1세대 아파트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

었으나 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어 오다

2019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마지막까지

재건축사업이 무산되기를 기대하며 버텨 오던

거주민들도 하나둘 이주를 시작하고, 그들이 가

꾸던 텃밭과 나무들도 잘려 나간다. 그리고 곧

사라질 그곳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봉명주공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한국

환경

영화

상

-우수

상

니얼굴

(2020)
서동일

양평의 문호리 프리마켓에서 사람들의 캐리커

처를 그려주는 은혜씨. 그녀에게는 발달장애(다

운증후군)가 있지만 그건 열정적인 ‘니얼굴’ 작

가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은혜씨는 차

가운 날씨 속에서도 손이 트도록 캐리커처를 그

리며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천 명이 넘는 사람들

의 얼굴을 작품에 담아 온 근면한 작가다. 그리

고 <니얼굴>은, 은혜씨와 닮은 방식으로 그녀의

하루하루를 응시하는 영화다.

주. 출처는 서울환경영화제 공식홈페이지(http://www.sef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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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서울환경영화제 참여 유형을 일반 관객, 관객심사단, 자원봉사자12)로 구

분하였다. 일반 관객은 영화 관람을 비롯하여 관객과의 대화, 부대행사

등 각종 영화제 콘텐츠에 자유로이 참여하는 시민이다. 관객심사단은 영

화제에서 상영되는 한국 경쟁 작품들을 관람하고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

정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이다. 자원봉사자는 영화제와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순수한 시민으로 구성된다. 매년 영화제 운영 규모와 프로

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영역이 조금씩 변경되는데, 일반적으

로는 기술지원, 상영관, 안내데스크, 운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홍보 등의

업무 분야로 체계화되어 있다.

시민 참여 유형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최

종 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인 <표 7>은

이름, 거주지, 직업(전공), 환경영화제 최초 참여 연도, 환경영화제 참여

횟수, 참여 유형, 연구참여자를 접촉하게 된 경로를 나타낸다.

12) 서울환경영화제에서는 ‘자원활동가(그린티어)’라는 명칭으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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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

이름 거주지
직업

(전공)

최초

참여

연도

참여

횟수
참여 유형

연구참여자

접촉 경로

에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공무원 2013

6회

이상
일반 관객

영화제

현장

비숑 서울 강남구 중등교사 2021 1회 일반 관객 지인 소개

우정
경기 수원시

장안구

대학생

(디자인학)
2020 2회

일반 관객,

자원봉사자

블로그,

메일

동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에디터 2021 1회 자원봉사자 참여 관찰

원일 서울 마포구
영화제

사무국 스탭
2019 1회 자원봉사자 지인 소개

유진 서울 서초구
대학생

(영문학)
2021 1회 관객심사단

블로그,

메일

오즈 서울 금천구 프리랜서 2019 2회
일반 관객,

관객심사단

영화제

현장

주. 모든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함.

2.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토대로 이를 분석

하여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각 참여자가 작성한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에반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30대 공무원으로 책과 영화를 유독

좋아한다. 그는 유년 시절 재미로 읽었던 환경 만화를 ‘하나뿐인 지구(신

영식, 1994)’라는 환경 만화를 현재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시사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문제에 관

한 관심이 커졌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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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아세안영화제,

인도네시아영화제 등 다수에 참여 경험이 있다. 이렇게 영화제에 관심이

많은 에반은 2013년도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총 6회가 넘는 서울환

경영화제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보통 친구나 지인과 함께하기보다는 혼

자서 환경영화제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비숑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20대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이

다. 그는 책과 영화를 좋아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회 교사로서 공익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교육적 사명감이 있

다. 유년 시절 접한 환경영화 중 기후변화 문제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

는 모습을 그린 SF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04)’를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영화로 기억하고 있다. 인상적이었던 다큐멘터리

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의 서식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강한 이미

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의 환경 태도와 행동이 저 곰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환경영화제에는 2021년도에 일반 관객으로

처음 참여하였다.

우정은 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한다. 그는 중학생 때 길거리에 붙은 홍보를 보고 서울환경영화제의 존

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커뮤니티

공고 글을 읽고 서울환경영화제 자원봉사자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정은 2020년에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자원봉사자로 활

동하였고, 2021년에는 일반 관객으로 친구와 함께 재참여하였다. 우정의

전공 분야가 영상과 관련이 있어 영화계에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

다. 그는 평소에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배

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동민은 단행본을 출간하는 회사에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직장

인이다.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 살고 있다. 동민은 자신의 성격을 내향

적 성격 사람 중에서는 가장 외향적인 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직장

에서 보통 문화 예술 분야를 경험하고,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행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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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일을 했었다. 2018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행사를 지원했고 2020

년 청주 제로 웨이스트 시장 ‘달장’ 행사를 지원한 경험이 있다. 2020년

3월부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 소모임 ‘세

로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그는 환경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글

을 쓰고 취재하는 일을 동시에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 18회 서울환경영화

제 홍보팀의 취재팀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처음 지원했다.

원일은 EBS 국제영화제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이

다. 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환경재단에서 2018년

에 일회성으로 개최한 채식영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 행사에서 친해진 영화제 직원이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볼 것을 그에게 추천해주었다. 영화제 직원으로부터 권유받지 않았어

도 그는 환경영화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계

획이 있었고, 2019년 서울환경영화제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그 외

에 원일은 2018 서울프라이드영화제, 2019 인디다큐페스티발 등에 참여

한 경험이 있다. 그는 서울환경영화제를 규모 면에서 전주국제영화제 또

는 부산국제영화제보다는 작고, 다른 영화제들보다는 큰 규모로 인식하

고 있었다. 원일은 환경영화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다큐멘터리와

같은 비주류 영화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계에서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환경영화제 참여 이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

해서 특별히 더 있지는 않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고기를 조금 덜 먹으려고 노력을

평소에 하고 있다. 2019년에 환경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글을 쓰는 것을 즐기는 그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

며 영화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객심사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

게 가지고 있었다.

오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20대로, 콘텐츠 기획 제작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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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리랜서로 일한다. 평소 그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영화 평론

을 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 오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제를 자주 찾아다니는 편이다. 그는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의 역사를 개척한 요나스 메카스(Jonas Mekas)라

는 이름의 영화감독을 특히 좋아하며, 그 감독의 영화를 보기 위해 2019

년 서울환경영화제에 일반 관객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2021년 관객

심사단에 지원하여 환경영화제를 다시 찾았다. 처음 참여한 환경영화제

에 대해서는 낯설고 부산스러웠으며, 후자의 참여 때와는 조금 다른 분

위기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즈는 환경영화제의 첫 참여 이후로

조금씩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2020년

부터 개인적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채식을 조금씩 실천하였고, 그렇게 시

작한 채식 실천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가.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은 행태 행동의 관찰로써 관찰자가 공간, 연령, 활동 등 장

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관찰하는 방법이며, 관

찰조사를 서술지에 기록하는 방법이다(Spradley, 2016). 시민이 영화제에

서 경험하는 활동과 영화제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현장을 참여 관찰한다는 사실

을 영화제 운영사무국 측에 사전에 알려 양해를 구하였다. 2021년 6월 4

일(금)에는 일반인으로, 6월 5일(토)과 6월 6일(일) 이틀은 참여자로서의

관찰자(observer as participant)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행사가

진행되는 전반을 영화자 행사장 일대(성수동 메가박스)에서 관찰하였다.



- 41 -

나.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심층 면접은 오늘날 사회과학과 교육학 분야의 연구 방법 중 한 가지

로 보편화하였다(조영달, 2015).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환경영화

제 경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그들의 일상적 언어로 경험하고자 심층

면접을 자료 수집 방법으로 택하였다. 심층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

(semi-structured questions)의 방향을 가지고 연구대상자와 면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된다. 심층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서울환경영화제

경험을 주제로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영화제 참여 동기, 환경영

화제에서 흥미 있었던 점, 유익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이 있다. 심층 면

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이다. 연

구 참여자들에게는 미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 면접의 일자와 장소, 소요 시간 등은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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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심층 면접 실시 정보

이름 1차 면접일 2차 면접일 면접 장소 소요 시간

에반 2021.06.12.(토) 21.06.12.(토)
성남시 분당구

카페
60분(1차),
60분(2차)

비숑 2021.07.22.(목) 2021.08.29.(토)
서울특별시
중구, 송파구
카페

60분(1차),
60분(2차)

우정 2021.05.12.(수) 2021.06.18.(금) 줌
40분(1차),
60분(2차)

동민 2021.06.06.(일) 2021.06.16.(수)
성수동
메가박스
휴게실, 줌

40분(1차),
60분(2차)

원일 21.05.15.(토) 21.05.16.(일) 줌
60분(1차),
60분(2차)

유진 2021.07.30.(금) 2021.08.10.(화) 줌
60분(1차),

60분(2차)

오즈 2021.08.08.(일) 2021.08.29.(일) 줌
60분(1차),
60분(2차)

다. 현지 자료 수집

현지 자료는 분석을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심층 면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도구가 된다. 연구 참여자에게 더욱 탐색적인 질문을 하

고, 영화제 진행의 맥락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현지 자료수집의 방

법으로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관한 인구사회학

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한 설문지를 웹기반 구

글 설문을 활용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 사례와 관련된 공식 홈페이지, 뉴스 기사, 공문서, 관

련 문헌, 영화제 후원 기관에 문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

다.



- 43 -

4. 연구 수행 일정

연구 수행 일정은 <표 9>와 같다.

<표 9> 연구 수행 일정

서울환경영화제 운영팀에 메일, 유선 연락 2021년 1월

연구참여자 모집, 설문지 작성 2021년 5～6월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참여 관찰 2021년 6월

심층 면접(1차), 전사와 코딩 2021년 5～8월

심층 면접(2차), 전사와 코딩 2021년 5～8월

자료분석과 결과 도출 2021년 8～10월

결론 도출 2021년 10～12월

5. 자료 분석과 제시 방법

가. 분석원칙과 방법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과정을 따랐다.

개방 코딩(open coding)은 분석의 기본 단계로,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

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 먼저 수집된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문제에 중요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표시해 두거나, 자료의 이름을 붙이거나, 자료를 읽으면서

떠오른 질문이나 생각들을 적는다(Merriam & Tisdell, 2015). 코딩의 이

름은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로 정한다.

개방 코딩 이후에는 코딩된 자료를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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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게 된다. 이를 일부 학자는 분석 코딩(analytic coding)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Richards & Morse, 2007). 개방 코딩된 자료들을 지속적으

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리고 복수의 주제를 하나

로 묶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한다. 이때, 미리 자료들이 포함될 범

주를 만든 후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귀납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따

라서, 범주를 만드는 작업은 반복적 비교와 대조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개의 자료를 통합하는 복합적 개념을 창출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Merriam & Tisdell, 2015).

범주화 작업을 마치면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개방 코딩 전 단계

의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범주 확인 작업이란

범주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범주가 연구의 질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

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원자료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구성된 범주가 수집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범주를 확정하고, 원자료에 비추어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범주

를 수정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구성된 범주를 보다 강력하게 뒷받

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다. 범주 확인은 연역적

과정이며(Merriam & Tisdell, 2015),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성

된 범주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잘 표현하고 있다고 연구자

가 확신하게 될 때 자료 분석의 과정은 종료 된다(Ezzy, 2013).

나. 내적 타당도

패턴매칭의 논리는 사례연구의 가장 바람직한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이에 해당하는 논리는 참여자들의 경험 전에 예측했던 패턴과, 실제 경

험한 패턴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Trochim, 1989). 이 연구에서

는 환경영화제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패턴매칭의 논리를 적용하엿

다. 먼저, 시민의 참여 동기와 기대로부터 환경영화제의 성격을 도출하여

예상하였다. 그 예상을, 시민의 영화제 참여 이후 경험에서 도출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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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성격과 비교하였다. 만약 관찰된 성격의 패턴이 예측한 성격의

패턴과 유사하면 이 결과는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참여자 경험의 범주화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은 이 곳에서 환경영화 감상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통한 축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영화제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것을 코딩을 통해 범주화하고,

이를 환경영화제의 특성과 환경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의 도

구로 이용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그 성격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 ‘감상하기’, ‘소통하

기’, ‘체험하기’, ‘함께하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경

험학습 이론(Dewey, 1986)에서 말하는 ‘학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정한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환경영화를 ‘감상하기’, 감독, 배우, 연

사와 ‘소통하기’, 이벤트와 전시를 ‘체험하기’로 범주화된 각 유형은 영화

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에 병

렬로 배치하였다. 이때, 각 경험 유형은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프로그램

에서 주로 활용되는 매체에 차이가 있었다. 환경교육에 있어서 ‘체험하

기’는, 자연환경 안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체험환

경교육(남효창, 2004)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 ‘체

험하기’13)는 보다 일반적인 체험을 의미한다. 일반적 정의의 체험(lived

experience)은 특정한 인격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심적 과정이며, 신체적

인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손미, 2007;

13) Van Manen(1990)은 체험은 우리가 겪고 인식하는 대로의 경험이며, 삶의

흐름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반성, 성찰하는 경험의 특수한 유형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범주화된 하나의 유형인 ‘체험하기’는 일반적 정의에서 강조되는 신체

적인 경험과 Van Manen(1990)이 강조한 성찰적 과정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

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업사이클링, 이벤트 등은 ‘감상하기’ 또는 ‘소통하기’에

비해 신체적인 경험이 강조된다. 또한 존 듀이의 경험학습 원리 중 하나인 반성

적 사고를 병행한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체험하기’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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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순, 2006).

한편,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중 특정한 유형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했다. 그것은 영화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 경험

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함께하기’로 범주화하였으며, ‘함께하기’는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 배치하였다. 매년 서울환경영화

제의 프로그램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 참여자가 참여한 회차의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하여 경험 유형을 범주화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참여자 경험의 범주화

경험 유형
함께하기(축제 분위기)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활용 매체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프레젠테이션,

영상 등

체험부스,

전시회 등

프로그램

운영자

영화제 운영팀

자원봉사자

상영팀

영화감독

모더레이터

사회자(방송인)

청소년 연사

사회적 기업

친환경 기업

예술작가

영화제

프로그램
영화 상영

관객과의 대화

세계청소년기후포럼

채식 서약 이벤트

노모어 플라스틱

안녕 바다씨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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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환경영화제의 성격

생태문화축제는 ‘즐겁고 특별한 시‧공간 속에서 생태적 가치를 기반한

생활양식을 만들고 향유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해당하는

축제는 유희적, 비일상적, 생태적, 환경교육적, 공동체적 성격을 띤다. 환

경영화제가 생태문화축제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

영화제에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참

여자들의 영화제 참여 동기와 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여 환경영화

제의 잠재적 성격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여 환경영화제

의 성격을 조명하였다.

1. 참여 동기와 기대 분석

먼저, 연구 참여자의 영화제 참여 동기와 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영화제가 잠재적으로 보유한 성격을 도출하였다.

먼저, 영화제에 방문한 시민의 참여 유형에 따라 도출되는 환경영화제의

성격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참여 유형14)은

일반 관객, 자원봉사자, 관객심사단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참여 유형별로

비교한 까닭은 이들이 영화제를 찾은 목적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

문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참여 유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환경영화제의 잠재적 성격

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4) 일반 관객으로 재참여한 경우에도 일반 관객의 위치에만 참여해본 시민과

는 참여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각을 자원봉사자와 관객심사

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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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경영화제는 ‘흥미’, ‘유희적’, ‘비일상적’ 성격을 띨 것이다. 참

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기대에서 흥미, 재미, 관심, 호기심, 오락적, 유희

적, 비일상적 성격이 도출되었다. 흥미의 사전적 의미는 ‘흥을 느끼는 재

미’, ‘어떤 대상에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재미와 관심은 ‘흥미’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연예인과 만남의

기대 등에서 도출되는 ‘오락적’ 성격은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유희적’ 성격으로 치환하였다. ‘유희적’은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비일상적’ 성격은 평소에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특

별한 경험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도출된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시민

은 환경영화제가 ‘즐겁고 특별한 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축제이기를 기대

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환경영화제는 ‘생태적’, ‘환경교육적’ 성격을 띨 것이다. 세 가지

참여 유형 모두에게서 생태적 성격과 환경교육적 성격이 발견된 것은 특

기할 만하다. 이는 시민이 환경영화제를 통해 생태적, 환경교육적 경험을

하기를 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환경영화제는 ‘의사소통적’ 성격을 띨 것이다. 이는 시민이 감독

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정보를 얻거

나 환경문제를 두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환경영화제는 흥미, 유희적, 비일상적, 생태적, 환경교육적,

의사소통적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영화제 참여 유형별로 도출된 환경영화제의 성

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다.

일반 관객에게서는 ‘몰입’이, 자원봉사자와 관객심사단에게서는 ‘경험

적’ 성격이 영화제에서 기대하는 성격으로 각각 발견되었다. 일반 관객은

영화관이라는 몰입이 잘 되는 장소의 공간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참여했다고 해석된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은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영

화제 운영의 전반에 도움을 주는 위치에 해당하고, 관객심사단은 공정한

영화의 심사를 위한 감상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들에게는 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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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해보고 싶은 ‘경험적’인 활동이 참여에

있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참여 동기와 기대의 분석 결과는 환경영화제의 ‘잠재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아직 참여해보지 않은 시민이 환경영화제에 어떠

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영화

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동기와 기대를 파악하는 것은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경로를 다각도에서 확보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참여 동기와 기대의 분석 결과에서는 생태문화축제의 성격 중 집단적

활동의 의미로 제시되는 ‘공동체적’ 성격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참

여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축제에서 공동체적인 결속력

을 특별히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

화제가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을 온전히 띠려면, 다른 성격과 함께 ‘공동체

적’ 성격이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에서 발견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경험 분석

이번에는 참여자들의 영화제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영화제

의 성격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선택적으로 참

여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의 경험은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

께하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각 유형별로 영화제

의 성격은 <그림 3>과 같이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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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험 유형별 환경영화제의 성격

경험 유형별 환경영화제의 성격 도출15) 이후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경험 유형별로 환경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상황’을 발견한 것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환경영화제의 특수한

성격, 즉 ‘특성’을 <표 11>과 같이 도출하였다.

15) 환경영화제의 성격을 도출한 분석 과정은 참여자들이 사용한 언어적 표현

을 그대로 살려서 표 안에 기재하였으며, 이를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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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경험 유형별 환경영화제의 특성

경험 유형 환경교육적 상황의 발견
환경영화제

특성

감상하기
심층 면접 결과, 모든 참여자들은 ‘환경영화

를 흥미롭게 감상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

소통하기

<관객과의 대화>에서 감독-관객의 구도로,

<세계청소년기후포럼>에서 청소년 연사-

청중의 구도로 환경적 이슈에 관한 ‘의사소

통’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의사소통적

체험하기

<노 모어 플라스틱(No more plastic)>,

<안녕, 바다씨 전시회> 등의 ‘평소에 접하

기 어려운’ 부대행사에서 시민이 새활용

(upcycling)체험, 미술 전시 감상 등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비일상적

함께하기

심층 면접 결과, 참여자(동민, 우정, 유진,

오즈)는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타인으로부

터 연대감, 유대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공동체적

3. 소결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기대에서 발견된 환경영화제의 성격은 영화

제를 경험하기 이전에 가졌던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유력하게 발견

될 수 있는 환경영화제의 성격에는 ‘흥미, 유희적, 비일상적, 생태적, 환

경교육적, 의사소통적’ 성격이 도출되었다. 이는 시민이 환경영화제라는

즐겁고 특별한 시‧공간에서, 생태적, 환경교육적, 의사소통적 경험을 하

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몰입, 경험적’ 성격 등이 일

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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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을 분석한 결과,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등 네 가지 범주에서 ‘흥미’, ‘의사소통적’, ‘비일상적’, ‘공동체

적’ 성격이 환경영화제의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에 해당하는 ‘생태적’, ‘공동체적’ 성격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로써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으로 제시된 ‘유희적, 비일상적, 생태적,

환경교육적, 공동체적’ 성격을 환경영화제가 모두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

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화제는 연구에서 정의한 생태

문화축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그림 4>로 제시

된다.

<그림 4>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을 띠는 환경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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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 탐색

참여자들의 경험은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의 유

형으로 범주화된다. 4개의 유형별로 도출된 환경영화제의 특성에는 흥미,

의사소통적 성격, 비일상적 성격,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 이번에는 환경

영화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각 경험 유형 안에서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

견해보고자 한다. 환경영화제의 특성이 환경영화제에 내재한 환경교육적

성격과 연결되는 지점을 탐구함으로써 환경영화제가 환경교육적으로 갖

는 가능성과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화제의 ‘환경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그림 5>로 나타냈다.

<그림 5>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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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상하기’ 안에서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

‘감상하기’ 경험 유형에서는 환경영화제가 지니는 ‘흥미’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감상하기’를 경험한 참여자들

은 환경문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환경영화를 통해, 환경문

제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진된 것이 확인되었다.

애니메이션 <환상의 마로나(Marona's Fantastic Tale, 2019)>에는, 새

로운 주인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행복한 반려견 마로나

가 등장한다. 이 작품은 동물인 ‘마로나’의 시점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점

에서, 생태중심적 가치를 표현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또, 영화 <고양

이 집사(Our Cat, 2019)>는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하며, 이 역시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수평의 가치

가 강조되는 생태적 성격의 다큐멘터리이다. 우정은 환경영화제에서 반

려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 몇 편을 감상하였고, 그 이후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우정: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환상의 마로나라는 영

화도 그렇고, 집사? 집사에 관한 영화도 있었고…. 그 길고양이들 이

렇게 봐 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동물들의 인권(동물권)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거? 그게 좀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밝은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구 이렇게 풀

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길에서 고양

이 보면 귀여워! 이랬는데…. 저 고양이 밥 먹을 때는 어디 있나, 아

니면 챙겨주시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양이 뭐 어떻게,

중성화 수술은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강조는 필자)

이전에는 고양이를 귀여운 동물로만 여겼던 우정이 영화제 참여 이후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다. 우정은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물들에

대하여 연민, 동정, 책임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만 내용을 전개하는 영화를 통해 우정이 생태적 가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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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되던 영화는 환경문제

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는 성격이 컸다. 우정의 사례는, 생태계를 굳이 파

괴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밝은 내용으로 표현하는 영화도 감상자

의 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화 <고기의 미래를 만나다(Meat the Future, 2020)>는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리즈 마샬 감독의 이 작품

은, 식품 과학을 통해 동물을 도축할 필요 없이 동물 세포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개념인 세포 기반 배양육을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 대체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렸으며, 어려운 과학기술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영화다.

평소 채식에 관심이 있던 유진은 이 영화를 흥미롭게 감상하고, 영화제

이후에도 관련 서적을 찾아 읽으며 채식을 통한 생태적 식생활을 지향하

고 있음을 그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 그게 인공 배양육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채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기 같은 식감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과학실에서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대한 이야기

인데, 미국 국무부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

해서도 이야기를 풀어서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뭔가 제가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에도 좀 관

련된 그쪽으로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조는 필자)

유진이 영화에 흥미를 느낀 이유는, 영화가 배양육에 관한 이해를 돕

도록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서사적 형태)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에서 서사적 형태(narrative)로 시청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 방식을 ‘스토리텔링’16)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스토리텔

링 형식의 영화는 환경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개인에게

16) 어떤 형식과 매체를 통하여 사건을 서술하며 스토리를 짓고 만듦으로써 의

미를 형성하고 체험하는 행위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최시한,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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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영화 <붉은 땅(Red Soil,

2020)>은 프랑스 출신의 감독 파리드 벤투미의 작품으로, 기업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토양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인해, 비숑은 환경오

염 피해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고 언급했다.

비숑: 원래 환경영화가 재미있으려고 보는건 아니잖아요? 영화가 비단 환경
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소재를 이
용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로 엄청 오락적인 요소도 많았어요. 심
각한 갈등이 결국 어떻게 해결될까….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쉽
게 우리랑 관련 짓기 힘든 소재를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통로
를 통해서 우리한테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
문에, 저는 이제 마치 환경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저한테 가까이 다
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어떤 유대감이랑 공
적인 책무 사이에서 엄청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풀어갔기 때문에 정말 제가 당사
자가 된 것 같은 고뇌를 느꼈고…. (강조는 필자)

비숑의 언급에서, 그는 ‘환경영화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족과의 사랑과 갈등이라는 주제

안에서 토양생태계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그는 환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흥미를 느꼈다. 영화에서 등장인

물의 갈등을 나타내는 방식은 스토리텔링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김숭현, 2021). 비숑은 스토리텔링 구조를 적절히 갖춘 영화를 감상

함으로써 환경이라는 개념에 더욱 친숙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영화제가 지니는 ‘흥미’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영화 감상

의 경험이 가져오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감상하기’ 안에서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근하고 재미있는 소재를 다루는 환경영화는 감상자가 생태적

가치를 포함한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기존에는 ‘환경영화’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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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영화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주

로 환경교육의 자료로 활용해 왔다(강윤주, 2009). 연구 결과는 기존에

활용해 오던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다양한 영화를 탐색하고 환경영화의

장르를 개척하여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환경문제에의 관심과 생태적 삶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사적인 형태로 흥미를 끄는 스토리텔링을 환경교육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감상한 영화는 환경과 관련한 현상을 이해하기 쉽

게 풀어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제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주입식으

로 환경문제와 해결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상상력 등을 유발

하며 쉬운 이해를 돕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환경문제에의 관심과 이해

를 도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환경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환경

소양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교육 도구이기도 하다(김혜리, 2012;

김혜영 & 이상원, 2016).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환경교육적 전략으로 가

치가 있음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상에서, 흥미진진한 내용과 스토리텔링 형식을 동시에 갖춘 환경영

화는 환경교육에 유용한 매체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2. ‘소통하기’ 안에서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

‘소통하기’ 경험 유형에서는 환경영화제의 ‘의사소통적’ 성격을 중심으

로 한 환경교육적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 유형에서 의사소통의 주체는

크게 ‘영화제작자-관객’, ‘연사-청중’의 구도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환경

영화제에서의 ‘소통’은 장소감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견하였

다.

동민은 영화제 프로그램 중 <관객과의 대화>에서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 한 번 가본 장소였던, 큰 나무들에 둘러싸인 공원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언급하였다. 처음 가본 공원이지만 유독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곳에 대한 ‘장소감(sense of place)’17)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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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동민: (끄덕임)감독님이 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남겨주셨대요. 그 이유

가 어렸을 때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신데, ‘나무를 소중하는 마음을

자연도 분명히 알 테니까 그 마음이 통하는 걸로 된 거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되게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같애요…. 요즘에 최근에 알

게 된 곳인데, 음... 되게 우연히 가게 된 어떤 공원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되게 나무가 엄청 우거지고 엄청 오래된 나무였는지, 몸통도

크고 키도 엄청 큰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었어요. 거기가 한

번 갔는데도 애착이 가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냄새랑 바람

도 솔솔 불고 그 곳이 기억이 나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갑자기 떠

올랐어요! (강조는 필자)

장소감(sense of place)은 ‘장소의 자연적인 과정, 공동체, 그리고 역사

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친밀감’으로 정의된다(Sanger, 1999). 장소감이

형성되는 과정은 첫째, 어떤 장소를 고유한 물리적 특성, 상상, 의미 있

는 사건 등을 통해 독특하거나 기억할 만한 곳으로 간주할 경우, 둘째,

일상생활에서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 애

착이 형성될 경우로 제시된다(권영락 & 황만익, 2005). 짧게 머물렀던

장소에서 자연 생태계에 친밀감을 느낀 동민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미

에 해당하는 장소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에서는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장소감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위주의 ‘지역성’이 강조되어 왔다. 동민의 경험은 반드시 자신의 지

역에서 학습하지 않아도, ‘소통’을 통해서 제2의 장소감을 발견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17) 장소감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이 사는 곳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소’는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지만 물리적 환경

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일상에서 경험을 반영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권영락 & 황만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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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 그.. 없어지는 걸 기록한다는 그 마음이 인상깊었어요.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걸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이어도 한 공동체가 사라지

는 거를 아쉬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걸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공감이 갔고. 저도 되게 오래된 건물이나 동네나 시장 같은

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좀 제 마음에 드는 그 간판이나 풍경

같은 거를 사진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뭔가. 마음이 통한 것 같아서

그게 좋았어요. (강조는 필자)

우정: 제주도 제2공항이 생겨서 주민분들이 이제 좀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원래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거는 전혀 몰

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주 시민분들한테

는 엄청 큰 일이었겠다….’ 거기 나왔던 배우분들 중에는 실제 제주

도에 살고 계시던 분도 있었고, 제주도 사투리가 되게 심한 그런 부

분도 막 영화에...이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구나. 저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강조는 필자)

<관객과의 대화>에서 동민은 영화감독으로부터 영화 제작 배경에 대

해 들었고, 우정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했다. 동민의 언급에서, 그는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

는 것을 본 감독이 느낀 감정에 공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우정은 영화 <작년에 봤던 새>에 등장한 배우들을 만나, 제주도

제2공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민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민과 우

정은 각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

다. 두 참여자의 경험에서는 자신과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발견되

었다. 시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은 주민 수용성(acceptability) 문

제 등의 지역 사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윤순진,

2018). 이와 같은 발견은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교육적

전략으로 ‘소통’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한편,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램에는 <관객과의 대화> 외에도

<세계청소년기후포럼>이 포함되었다. 습지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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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1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환경 활동을 어려서부터 이어가고 있는

연사1은 지자체에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쓰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을 공유했다. 청소년 미디어 창작자(creator) 출신으로 영화 <동지

구>를 연출한 연사2는 영화를 제작하며 주변인들의 변화를 끌어냈던 경

험을 토대로 환경영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언급

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저마다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실천

중인 청소년 연사들은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대중들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받는 것이 관찰되었다.

에반: 개인적으론 처음에 강00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깊었죠. 자기가

환경 관련해서 가지는 생각하고 책임감하고…. 저는 같은 나이대에는

집에서 학교에서 막 공부만 하고…. 다른 아이는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좀 활동을 할 줄 알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

는 게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죠. (강조는 필자)

에반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연사들과 ‘소통하기’를 함께한 다른 참여자

들은 개인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발표하는 행위가 청중에게 감동을 주

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개인이 실천한 환경행동을

언어로 표현하고, 청중으로부터 격려와 지지18)를 받는 것은 이들이 사회

에서 환경행동을 지속하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소통하기’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환경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제작한 인물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

여 의사소통하는 기회는 장소감 또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적 이해

(sympathetic understanding)를 높인다. 이는 작가가 창조한 허구 세계

18) 인간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던 Hetherington, Cox, Leiws, Garnarino 등의

연구자들은 아동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성영혜, 1992). 반면,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환경행

동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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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 간접 경험을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이 청중의 이해와 공감

을 극대화하여 줌을 시사한다. 영화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감독의 이야

기를 듣고 공감하며, 이를 통해 시민은 자신이 가진 장소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화에 등장한 배우들로부터 지역민으로서 겪는 고충에 대해 공

감할 수 있었다.

둘째, 연사들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발표는 청중에게 감화를 주고, 반

대로 청중은 연사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소통을 통

해 연사와 청중 모두에게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일반적인 영화 관람은 개인적인 감상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화제에서는 관객이 영화 제작자들과 소통

하는 직접적인 청중이자 발화자가 될 수 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는

학습에 보다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체험하기’ 안에서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

‘체험하기’ 경험 유형에서는 환경영화제의 ‘비일상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적 의미가 발견되었다. 참여자들은 환경영화제라는 특별한

시‧공간 안에서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경험에서 환경교육적 가치를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식 서약 이벤트>에 참여한 원일의 경험과, 새활용

(upcycling) 체험으로 마련된 <노 모어 플라스틱(No more plastic)>에

참여한 동민의 경험에서 환경교육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탐색하였다.

원일은 채식에 관심이 크게 없던 상태에서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의

<채식 서약 이벤트>에 재미를 느끼고 참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 이벤트에서 채식 실천에 서명하였고, 주 1회 ‘하루 동안 채식하기’를

영화제 이후에 서너 차례 실천하였다. <채식 서약 이벤트>는 원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채식에 도전하는 동기를 최초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적 의미가 있다. 채식19)의 실천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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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인적인 이유, 동물보호,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기반하는 등 그 이유

가 다양하다(박지현, 2021). 원일의 경우, 비일상적 경험에 의해 채식 실

천의 이유를 제공 받았다. 이는 듀이(Dewey, J.)가 강조한 경험의 연속

성으로 인해, 서약 경험의 환경교육적 영향력이 이어져서 새로운 채식

경험에 발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일: 그 당시에 무슨 채식 서약인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으면은 ‘일

주일에 하루, 그 요일은 무조건 채식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그 요일마다 채식을 했었어요. (실천이) 오래가지 않아서,

한 달이 안 됐으니깐 부끄러웠었어요. 몸의 변화 같은 건 없었는데

오히려, ‘정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이 없구나.’ 라는 건 느꼈어

요. 아, 그리고 환경영화제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식사를 저희가 대접을 해야되는 어떤 자리가 되

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꼭 채식이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봐. 비건이

나 채식주의자들이 계신지 물어보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니

까 뭔가 공감이 좀 더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강조는 필자)

원일은 채식 문화 ‘체험하기’가 향후 자신에게 채식주의자를 배려하는

습관이 형성된 것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생태적 경험의 유무가 생태적 습관의 유무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원일이 채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더

라면, 그는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겪는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이고, 그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채식주의자가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발견된 특이점은, 채식 서약 이벤트에서 원일은 채식이 가져

오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19) 채식을 의미하는 ‘비건(vegan)’은 1944년 영국의 Donald Watson이 처음 사

용한 단어로, 동물의 가죽이나 내장 등을 이용한 어떤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을 ‘비거니즘’이라고 한다(박지현, 2021). 이는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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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 지식도 없었으나 서약이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질문: 채식 실천을 몇 번이라도 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싸인을 했기 때문인

가요, 아니면은 환경을 위한 채식의 필요성을 느끼신 게 있었어요?

원일: 싸인 때문에요.(멋쩍은 웃음)

자신과의 약속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공언하기’

전략에 해당한다. 환경교육에서 ‘공언하기’ 전략은 학습자들의 환경행동

실천 의지를 북돋워 주고 실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홍은영,

2012)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식 서약은 원일에게 채식 문화 ‘체험하기’의

출발점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적 의미가 있다. 채식이 환경

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설명을 원일이 듣지 못한 사실은 듀이(Dewey,

J.)의 관점에서는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경험학습 이론에 따르면, 경험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일의 경험을 통해, 환경지식의 선이해가 수

반되지 않더라도 자신과의 ‘서약’은 생태적 행동의 실천력을 발휘하게 만

드는 내재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적인 원

리 이해가 어려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제공할 때, ‘공언하기’

전략이 생태적 행동 유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지식이

환경행동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보인 연구가

있다(금지헌 & 김진모, 2011; 금지헌, 2013). 이 연구에서는 ‘환경지식’

대신 ‘환경행동을 위한 유인책(채식 서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의 약

속이 생태적 행동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진 경험적 사례를 발견했다는 의

미를 지닌다.

한편,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는 성수동 거리 일대에서 프로그램

<노 모어 플라스틱>이 체험 형태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폐기물

이 될뻔한 물건을 소중한 자원으로 되살려 새활용(upcycling)20) 제품으

20)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upgrade’와 ‘recycle’의 합성어로 재활용하는 과

정에서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자원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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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탄생시키는 소규모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환경영화

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노 모어 플라스틱’ 전시회 운영자로서 한자

리에 모였다. 운영자들은 주로 특별한 연고(connection) 없이 각자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활동하는 창업가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새활용 제품들을 집합적 형태로 들여와서 소개하

고, 시민은 평소 해보지 못했던 체험에서 환경교육적 경험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동민: 부스체험에서 기억 남는 것 중에 그 내용물 자체로 활용이 가능한 샴

푸바나 고체치약 같은 것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많

은 사람들이랑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로웨이스트 시장에

서도 워크샵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게 하나

의, 한번의 퍼포먼스일지라도….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

나.’ 신기해하는 그 궁금증이 들게 하는 그 한 번의 생각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그런 워크

샵 같은 거를 한번 기획해보고 싶어요. (강조는 필자)

동민의 언급 중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 한 번의 생각 포인트’는 업사

이클링 제품이 어떤 의도로 제작되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

로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에 관한 호기심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동민의 언급은 반드시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비일상적

인 축제를 통해서도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의 언급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환경 관련 소모임에 영화제에서

경험한 생태적 체험(샴푸바 또는 고체치약 만들기)을 적용해보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화제는 새활용 제품에 대한 단 한

번의 경험이 호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 외부에서 이와 비

슷한 생태적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함

의하고 있다. 이렇듯 단기간의 친환경 행사는 생태적 가치를 사회적 실

는 과정을 뜻한다(박자명, 2014; 오민주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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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옮기기 위한 동기를 촉진하여 줄 수 있다. 동민의 워크샵 기획

의지가 그의 사회 활동에서 실제로 적용된다면 또 다른 집단에게도 환경

교육 기회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험하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환경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지금까지, 단발성, 행사성의 환경교육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

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 까닭은 환경교육을 위한 단기간의

행사가 종료되고 나서 학습자들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환경행동의 실천

을 한 번이라도 하였다는 경험적 사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서는, 환경영화제는 참여자들에게 비일상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인식과 환경태도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되었

다.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일상적 경험은 학습자의 삶에

‘이질적인 것’을 가져오고, 학습자의 인식과 습관 등을 변화시킨다(류근

성, 2014). 짧은 기간 개최된 환경영화제가 누군가에게 친환경적인 사고

를 유도하고, 나아가 실천적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비일상적 특성

을 지닌 친환경 행사들도 환경교육에 있어 유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환경영화제라는 한 번의 경험을 하며 친환경적 아이디어를 얻은

시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영화제에 오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환경교육적

효과의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다.

4. ‘함께하기’ 안에서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

‘함께하기’ 경험 유형에서는 ‘공동체적’ 성격(유대감, 연대감, 소속감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적 의미를 이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

자들은 환경영화제에서 ‘함께하기’를 경험하면서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꼈

고, 이를 통해 환경교육적 시너지(synergy)21)를 창출하고 있었다.

21) 시너지(synergy)는 분산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

되어 가는 과정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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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 영화제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되게 결이 같다, 비슷하다…. 말

하지 않아도 통하는 뭔가가 있다. 서로 공감하는 거 그리고 같이 동

의하는 거를 영화로 표현한 거고, 그 영화제에 같이 참여한 거잖아

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 보이고

그랬어요. (강조는 필자)

우정: 제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되게 뿌듯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보는거 같은….내 영화를 같이 보는거 같은…. 그래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강조는 필자)

유진: 저는 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제일 좋았었어요…. 뭔가 꼬리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같이 앉아 있던 그 모든 관객분들이 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묘하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뭔

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던 게 즐거웠습니다. (강조는 필자)

오즈: 일단 환경이라는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단순히 집에서 혼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영화를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연

대감이 느껴진달까요? 그 힘이 되게 일상에서 미치는 게 큰 것 같아

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좀 더 결속력이랑 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해

야 될까요? 이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극도 많이 받고 좀 영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강조는 필자)

참여자들은 환경영화제에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동질감과 유대감,

연대감22)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통의 유대감을 쌓아나

가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이 안에 지역, 공통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박종문, 2015). 그런데, 참여자들

은 환경영화제라는 경계 내에서 시민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적

22) ‘유대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통된 느낌을 뜻하고, ‘연대감’은 같은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로 묶여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으로 이해되는 감정이다

(표준국어대사전, 2021).



- 67 -

가치를 지향하는 유대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Hillery(1955)의 언급과는 별개로, 공동체적 가치는 반드시 같은 지역

에 소속된 구성원들한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

라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불특정한 다수가 환경영화제를 중심

으로 ‘하나 됨’을 느끼는 경험은 함께하는 과정에서 환경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화제와 같이 불특정한 시민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형

성하는 일시적인 공동체는 지역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유

진은 영화제라는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책임

감이 더욱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유진: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분들이 아

무도 없더라고요. 보통 테이크 아웃으로 커피를 마시면 아무래도 플

라스틱 잔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들 텀블러 이용하시고...옷

도 다들 좀 되게, 환경친화적 그런 옷감처럼 보이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평소보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영화제에 있는 공간에서만큼은

요…. 옷차림이나 쓰는 물건들에서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공간

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

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뭔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

은 분들은 조금 고집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옳다

고 믿는 일이면 좀 더 그걸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서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서 그런 게 느껴지고…. 환경을 정말 잘 지키고 싶다면

조금 더 욕심도 내고 용기도 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강조는 필자)

유진은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 소지품 등을 관찰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보다 환경에 대해서 책임감

을 느꼈다. 그의 인식을 통해, 환경영화제가 열리는 공간에서 ‘생태적 가

치를 지향하는 다수와 함께 있는 행위’는 환경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부

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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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자신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을 촉진한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환경영화제가 만드는 ‘공동체적’ 분위기는 개인의 환경 태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유진은 환경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적어도 영화제에 있는 ‘공간’

에서만큼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영화제를 벗어난 공간에서 이

러한 의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태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영화제라는

시공간적 체계를 벗어나는 것에 따르는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언급은 생태적 태도를 생활 속에서 지속시켜 주기 위해서는 영화제

를 벗어난 사회에서 어떤 환경교육을 제공하면 좋을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함께하기’ 에서는 공동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가능성 읽

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경험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있더라도 유대감과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리고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환경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교육이 일어나는 공간 안에서 친

환경적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은 상호 래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도 환경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소결

듀이(Dewey, J.)가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하였듯, 환경영화제에

서는 개인이 일상에서 해보지 못한 생태문화축제라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환경교육이 일어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환경영화제에서의 경험은 감상

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등 4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각 범주에

서 ‘흥미’, ‘의사소통적’, ‘비일상적’, ‘공동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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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특성이 가져오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견하였

다.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감상하기’에서는 흥미로운 소재와 환경문제를 쉽게 풀어서 들려주는

이야기(스토리텔링)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환경과 관련된 현상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에서 흥미로운 소재와 스토리텔링

전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주며,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환경영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통하기’에서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장소감을 확인하고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화 제작자들과의 소통은 영화에서

의 간접 경험을 현실로 들여옴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높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통을 통해 청중은 감화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연사들은 청중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적 의

미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경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체험하기’에서는 한 번의 이벤

트성 행사가 충분한 지식적인 이해가 없이도 생태문화 실천(채식)의 시

작점을 제공하였다는 점, 그리고 환경적 아이디어의 영감을 얻어 다른

공동체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

지는 단기간의 이벤트성 환경교육이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이벤트성 환경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함께하기’에서는

환경영화제의 공동체적 성격이 가져오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불특정한 다수 사이에서 하나로 연결된 공

동체가 만드는 환경교육의 영역이 존재했으며, 유대감, 연대감을 바탕으

로 하여 환경교육적 시너지를 가져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환경교

육에 있어 이미 유대 관계가 형성된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한 다수의 공

동체 형성을 통해서도 환경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환경영화제가 갖는 다양한 환경교육적 의미를 고찰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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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절에서는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에서 나아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환경영화제의 의미

제4장 제2절에서는 참여자들의 환경영화제 경험을 ‘환경교육 가능성

읽기’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환경영화제에서 발견되는 환

경교육적 성격은 다른 성격과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이 환경교육적 의미로

표출됨을 확인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환경영화제가 갖는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탐색하였다. ‘환경영화제는 □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반

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화제의 의미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

원으로 범주화되었다.

1. 개인적 차원

다음은 개인적 차원의 의미로 해석되는 전사 자료에 해당한다.

비숑: 내가 참여해 본 환경영화제는 ‘배움이다’…. 영화의 내용으로부터 많

은 지식과 사회적인 시사점을 얻었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 자체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영화를 통해 감독

의 관점을 배우고, 환경의 중요성이나 환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 깨닫

기도 했구요. 그런 면에서 환경영화제는 배움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환경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가장 크

죠. 영화의 소재부터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환

경문제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

었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 환경적인 맥락을 끌어들여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영화제 자체는 제 삶의 많은 날 중 한 번 지나

갔던 이벤트였지만, 그 기억들은 제가 매사에 같은 경험이라도 환경

적인 관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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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환경영화제는. 되게 이건 뭔가, 뭔가 새로운 경험이다. 뭔가 인식의

창을 이렇게 좀 넓혀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뭔가…. 뭐라고 하

면 좋을까요? 새로운 경험으로 하겠습니다!(미소)”

오즈: 삶에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경험이지 않았나(웃

음)…. 그 환경이라는 이슈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좁은 관점이 아

니라 넓은 관점으로 인간에게까지 결국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제 자각하고…. 조금은 더 공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강조

는 필자)

동민: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한 발자국?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방향성은 있지만, 또는 그게 바뀔지언정…. 그냥 한 번의 경험이지

만? 그냥 한 번은 걸은 것 같아요! (강조는 필자)

참여자의 응답을 차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제에서 환경의 중

요성이나 지식적 깨달음을 얻은 결과로서 비숑은 환경영화제를 ‘배움의

경험’으로 언급했다. 그는 영화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태도

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정은 영화제를 통해 자신의 인

식 창을 넓혀주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언급하였고, 오즈 또한 자신이

가지던 환경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고 환경 행동을 되돌아보게 해준 긍정

적인 경험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동민은 환경영화제는 ‘한 발자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하나의 경험으로 환경영화제의 가치

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참여자들의 응답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은

‘경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진: 저는 일단 초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환경 하면 보통 초록색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초록

색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이기는 한데, 초록

할 때 처음 초에다가 기록할 록을 써서! 여기(환경영화제에) 있으면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던 사람들도 자기 행동을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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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뭔가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페이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조는 필자)

한편, 유진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환경영화제가 환경에 대해 무지하

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되어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환경

영화제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페이지를 새롭게 쓸 수 있게 해준다.’ 고

초록(初錄)이라는 단어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의 언급에서는

더 많은 시민에게도 환경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함께 행동을 반성할 기

회를 줄 수 있는 환경영화제의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한 환경교

육적 가치는 오즈의 인식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환경영화제

의 환경교육적 영향력이 시민의 ‘인식’에 내재해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환경영화제는 이전에 없던 경험을 통하

여 환경적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혀 개인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

이할 정도로 큰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환경영화제는 개인적 차

원에서 “새로운 경험적 환경교육”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이

연구의 제4장 제2절에서 발견한 환경교육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 개개인도 환경영화제를 하나

의 ‘경험(experience)’이자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으로 수용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영화제를 통한 배움에 있어 긍정적 태

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사회적 차원

참여자들의 심층 면접 분석 결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해석

할 수 있는 답변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 차원의 의미는 다시, 미시적

차원의 의미와 거시적 차원의 의미로 구분되었다. 미시적 차원은 환경영

화제 자체를 하나의 작은 사회로 여기는 관점을 의미한다. 그보다 확장

된 거시적 차원은 환경영화제가 영화제 바깥의 영역인 실제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오즈의 언급은 미시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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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되었고, 다른 참여자들의 언급은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오즈: (<고양이 집사(Our Cat, 2019)> 영화에서) 유난히 관객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이랑 아이가 참여해서 영화 중간중간 짝게 웃

는 소리도 들렸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에서 가장 카톡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영화였는데…. ‘놀이터’ 같았다! 환경영화제가 너무 진

지하게만 모이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쉬운 주제로 쉽게 모여서

꺄르르 웃고... 서로 고양이가 귀엽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고양이 귀

여운데 저 동네 버리신 고양이들이 많아. 우리가 해볼까?…. ‘그 당시

의 상황이 되게 놀이터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조는 필자)

미시적 차원에서, 환경영화제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통해 다양

한 계층의 시민을 생태문화축제에 집합하게 하여 작은 사회를 구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오즈의 언급에서, 그는 환경영화제를 놀이터와 같이 즐거

운 분위기를 내는 ‘축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축제의 내용으로 보아 환경영화제는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놀이터는 홀로 왔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뛰어놀아야 더

재미있고, 혼자 왔어도 다 같이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집합적 활동’의 의미를 지닌 장소다. 놀이터와 같은 분위기에서 시민들

이 의사소통을 편안하게 하고, 동물을 존중하는 생태문화를 위해 환경문

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오즈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

해, 환경영화제도 놀이터처럼 다수가 작은 사회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할

때 환경교육적 의미를 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생태문화축제

로서의 환경영화제는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모여서 환경을 의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더욱 효과

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거시적 차원에

서의 환경영화제의 사회적 의미를 살필 것이다.

에반: 저는 그 유기농 채소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모든 주

제가 좀 자연이랑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그런 거를 촉구하고 있으니

깐. 근데 또 막 영화 중에서 기후, 환경 파괴를 초점으로 다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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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이 훼손된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시들어가

는 유기농 채소 같은 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가꾸면은 다시 이제 싱싱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게 아

무래도 환경문제라는 게 좀 개인적이거나, 좀 작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전체의 문제나 좀 깊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

에…. 관심 분야를 자신 주변에 좁게 한정시키지 않고, 좀 전 지구로

넓힐 수 있다는 그런 면이 큰 것 같아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조는 필자)

환경영화제는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시민성을 함양

하게 해주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에반은 환경영화제에서 다루어지

는 주제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환경영화제가 개인의 관심 분야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해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영

화제는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능과 함께 세계 시민성을 형성하는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영화제

를 통한 범지구적 문제에의 관심의 형성은 지구환경의 총체적 가치를 중

시하는 생태문화의 형성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원일: 영화제는 장르마다 그, 다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영화제도

있어야 되는 거고. 퀴어 분들의 어떤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여성 영

화제도 있어야 하고 청소년 영화제도 있어야 되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도 있어야 되고. (영화제도)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

데…. 그것을(환경영화제를) 좀 더 대중화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

까…. (강조는 필자)

한편, 원일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영화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원일이 언급한 각종 독립 영화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영화제가 영화제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원일의 인식처럼, 환경영화제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지닌 다양

한 영화제들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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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 환경영화제는 어쩌면 칼로 물 베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에게는 간

절함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환경

을 위한 행동과 실천, 그리고 영화화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작고 미미

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사람들과 노력과 진심 가득

한 메시지를 말해 나간다면 물이 아닌 단단한 나무 따위를 베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인간이 지구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친

환경적인 일은 어쩌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영화제를 여는 것 자체가 공해일 수 있겠죠…. 공해로

그치는 행사가 될지,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지는 행사

측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조는

필자)

환경영화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기능하는지에 따라서

동민이 빗대어 표현한 ‘칼로 물 베기’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할 수도 있고, ‘단단한 나무 따위’를 벨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것은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

이 조력하여 생태적 가치를 확장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동민의 언급처럼 환경영화제

가 누군가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간절할 정도로 중

요한 대상이 되듯이 시민 각자에게 환경영화제는 다른 의미로 제시된다.

이것은 환경영화제가 아직은 다수의 관심과 응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간절함이 있는 시민의 관심 속에서 ‘환경영화제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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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화제는
□(이)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1.“배움의 경험”

2.“새로운 경험”

3.“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험”

4.“발자국”

5.“초록”

□안에 들어갈

표현으로

언급된 단어

1.“놀이터”

2.“유기농 채소”

3.“영화제의 한

갈래”

4.“칼로 물 베기”

1.환경교육, 경험

2.새로운 경험

3,환경교육

4.경험

5.인생의 전환점

도출된 의미

(필자 해석)

1.생태문화축제

2.세계 시민성

함양을 통한 지구

문제 해결 촉구

3.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영화제의

한 종류

4.공동체의 영향력

새로운 경험적

환경교육

환경영화제의

의미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생태문화축제

<그림 6> 환경영화제의 의미

3. 소결

이번 절에서는 환경교육적 의미에서 더욱 확장하여,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를 각각 발견하였다. 환경영화제는

<그림 6>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경험적 환

경교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문화축제’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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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개인에게 환경영화제가 ‘새로운 경험적 환경교육’의 의미가 발견

된 것은, 시민이 환경영화제 경험을 통해 환경에 대해 학습하는 것에 대

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님과 함께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가치를 시민이 인정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식에서는 ‘환경영화제는 사회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내재함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기대는 시민으로서 환

경영화제의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가 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정부 또는 기관의 책임을 넘어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

결을 통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Stern & Hellquist, 2017;

주형선 & 정수정, 2018 재인용). 따라서 환경영화제가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인식하는 개인의 환경영화제 참여는 영화제의 사회적 책임에

개인이 동참하여 일조했다는 의미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시민이 언급한 ‘환경영화제의 의미’는 환경영화제가 가져오는 사회 변

화를 현재로서는 증명하여 주지 못한다. 하지만 환경영화제가 생태문화

축제로서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의 발견은 큰 의

미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존재할 때, 이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화제가 비로소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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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와 결론

제 1 절 논 의

환경영화제 참여 시민들과의 심층 면접과 영화 감상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행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영화제가 의도한 환경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영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교육적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영화를 제작하는 방식과 환경영화를 발굴하

는 방식의 두 가지 차원에서 탐구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화제의 의사소통적 성격을 이것의 강점으로 살려 환경교

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셋째, 환경영화제를 활용한 환경교육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생

태문화축제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필요성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1. 다양한 환경영화의 발굴

환경영화는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발굴되어야 한다.

극 영화나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간혹 환경을 테마로 다루는 것도 있으

나, 이에 비해서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구체성이나 그 양에 있어 다큐멘

터리 장르가 압도적이다(강윤주, 2009). 이번 연구 참여자들이 환경영화

제에서 감상한 영화는 다큐멘터리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상업 영화 등

의 다양한 장르가 있었다. 그중에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한 소재로

만 다룬 것이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생태계 이미지, 낙관적인 미래 환

경, 가족이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등이 발견되었다. 흥미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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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이해하기 쉽게 환경과 관련된 현상을 풀어서 설명하는 영화들은

참여자들에게 환경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감상한 영화가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

인 방식으로 환경을 표현하고 있었다. 반대로 영화 중에서는 특히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을 암담하게 그리고 있는 투모로우, 설국열차

와 같은 재난 영화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번 논의에서는, 영화가 환경

을 묘사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환경교육적으로 효과

적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중들이 기존에 환경영화를 재난영

화와 등치시키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더욱 다양한 영화가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볼 것이다.

영화가 환경을 묘사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

누어 설명할 수 있다.

네거티브 전략(negative strategy)은 인간에 의해 오염된 환경을 적나

라하게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방식인 반면, 포지티브 전략

(positive strategy)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나 작은 실천을 통해 나

아진 자연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실천을 촉구

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강윤주, 2009). 이번 연구 결과는 포지티브 전략의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충분히 환경교육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생태공포증(ecophibia)은 자연을 낯설고 두려운 대상으로, 혹은 불편한

대상으로 여기며 기피하게 만듦으로써, 자연세계 그리고 그 안의 생태적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뜻한다(정해림 & 임미연, 2017;

Cheng & Monroe, 2012; Louv, 2005; Sobel, 1996). 과거에는 주로

생태공포증을 유발하는 재난 영화들이 환경교육 자료로 인식되어온 경향

이 있다.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김지선 & 최영희,

2013; 안사랑 & 김민진, 2014; 장필경 & 조부경, 2017)는 일부 존재하지

만, 다른 장르의 영화를 활용한 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이

러한 경향을 잘 나타낸다. 한편,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지

나친 위기감을 조성하는 대신 이들이 할 수 있는 실천과 참여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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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김찬국 & 최돈형, 2010).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에서 환경영화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때 위기감으로 인해 개인의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보다는 개인의 실천이 모여 환경을 가꾸고 지속 가능한 세상

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 말고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충분히 환경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협소하게 활용

되어온 환경교육에 필요한 환경영화의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발굴, 이용

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부터 생태적 가치

와 교육적 의미를 동시에 갖춘 영상을 환경교육 자료로 채택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환경영화의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가까이, 이 연구를 통해 교육적으로 검증된 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작

품이 있다. 환경영화제에서 심사위원들의 선정을 거쳐서 상영된 작품, 시

민으로 구성된 관객심사단이 뽑은 작품 등이 환경교육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

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영화의 교육적 효과를 확산시

킬 수 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을 향한 영화계와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다양한 영화들이 시민들로부터 환경영화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영화계에서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장르로부

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환경영화를 발굴하여 영화제, 온라인영화제 등

을 통해 상영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한다. 그 외에도. 더욱 많은 영화감독

과 제작진들이 환경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보급하도록 만드는 여

건을 조성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요구되는 문화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안한 방식을 통해 더욱 다양한 환경영화가 우리

사회에 보급되어 환경교육적 효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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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화제에서 ‘소통’을 통한 환경교육

상업 영화를 위주로 한 대중적인 영화제들은 주로 문화 예술적 가치

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을 띠는 환경영화제는, 그

것에 내재한 성격의 종합이 영화제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적 의

미를 풍성하게 가져다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영화제는 다른 영화제

들보다 환경교육을 위한 장(場)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환경영화제는 ‘환경’과 ‘영화’를 결합한 이슈를 내용으로 하고, ‘의사소

통’을 방법으로 하여 환경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공간으로서 특별함

을 가진다. 환경영화제의 독자적인 특성인 ‘의사소통적’ 성격을 적극 활

용하면 시민에게 더욱 의미 있는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 발견한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환경영화제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환경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첫째, 시민들이 환경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근

하고 재미있는 소재와 더불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수가 공감하는 어렵지 않은 주제를 의사소통

의 소재로 제공할 수 있다. 가령,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행지를 대화

의 소재로 도입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세계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

는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며,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시민이 가질 책임과 적극적 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둘째, 토론의 자리에서 연사를 선정할 때, 아직 다수의 대중 앞에서

발표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 특히 청소년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유명한 강연자들은 TV등 대중매체에서도 활약할 기회가 많다.

하지만 아직 무대에서 활약해보지 않은 청소년들의 환경 행동 실천 사례

를 발굴하여 대중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환경보

호를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도울 수 있다.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환경 행동의 실천에 있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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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는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에

반은 그래타 툰베리보다 청소년의 발표를 통해 더욱 감동했다. 이처럼

무명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환경 행동을 발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발표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사회적 지지

를 얻고, 시민은 그들의 발표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영화제의 비일상적 특성을 활용하여, 발표에 소극적인 시민

들에게도 발언을 유도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에서는

영화 제작자들과 연사들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

만, 청중에게는 기회가 임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생각 또는

실천에 있어 ‘한 번의 기회’의 제공 여부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 관찰 당시,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동시 접속하여 질문을 받고 의미 있는 질문이 진행

자에 의해 채택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일상에서는 접하지 못한

이벤트로서, 환경영화제의 비일상적 특성을 살려 소통을 활발하게 만든

대안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수로 발언권을 얻는 것 보다 동시다발

적인 질문을 받고, 모든 참여자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

약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좀 더 발전되어, 다수의 공감을 얻

어 투표하는 형태로 질문이 채택되거나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효과

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환경영화제에서는 흥미로운 소재

를 중심으로 하고, 아직 연설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발표의 기회

를 우선하여 제공하며, 소극적 청중에게는 한 번이라도 질문이나 발언을

유도할 수 있는 비일상적 전략으로 의사소통의 참여도를 높이기를 제안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화제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환경교육적 효과를 확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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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

국내 연구에서 환경영화제를 생태문화‘축제’라고 칭하는 경우는 현재

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에, 생태문화‘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

가 있다. 사지원(2008)은 환경영화제를 생태사회조성을 위한 시민 문화

운동의 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생태문화‘운동’ 안에는 환경축제와 환

경영화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편, 강윤주(2004)는 독일의 베

를린 에코무브(Eco Move), 미국의 워싱턴환경영화제(Environmental

Film Festival in Nation’s Capital) 등이 한결같이 계몽적, 운동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환경영화제를 문화운동

또는 문화축제로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은 환경영화제의 정체성을 발견하

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영화제에서 계몽적, 운동적 성격이 강조되면 환경영화제가 다양한 사

람들에게 환경교육적 영향력을 골고루 확산하는 것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시민은 영화제로 굳이 걸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축제에 더 많은 시민이 즐기며 자유롭게 참여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적 파급력이 억제

되고 만다.

환경영화제가 생태문화‘축제’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계몽’과 ‘운동’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진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민은 계몽과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 선입견을 가진다고

추론된다.

계몽과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계몽(啓蒙)’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

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표준국어대사전, 2021)을 뜻한다. 반면

에, ‘교육(敎育)’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표준국

어대사전, 2021)을 의미한다. 전자는 그 대상을 무지하거나 바르지 않은

상태로 낮추어 이르고 있다. 반면 후자는, 특히 구성주의 교육에서 대상

을 존중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환경영화제의 계몽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시민은 곧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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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시민은 환경

‘운동’에 대한 선입견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기존에 시민이

혐오하거나 기피하던 시설의 입지에 저항하는 지역환경운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이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로 치부되었던(윤순진,

2006)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계몽 및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시민은 운동이라 불리는 환경영화제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환경영화제를 즐기며 이 행사에

서 환경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운동’이 갖는

계몽적, 운동적 성격보다는 문화‘축제’가 갖는 유희적, 교육적 성격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 행해진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가 갖는 성격의 발견은 ’유희‘와 ’교육‘이 상존하는 것을 경험

적으로 밝혔고, 이를 통해 환경영화제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환경영화제가 문화’축제‘로서 갖는 성격을 효

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는 사람만 오는’ 혹은 ‘오던 사람만 오는’ 영화

제라는 편견을 벗고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영화제에서 환경교육적 경험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는 ‘생태문화축제’라는 언급이 들어

간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에서 시도한 ‘생태문화축

제’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축제를 환경교육 관점

에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2 절 결 론

생태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삶 속에서 생태적 가치를

습득하고 이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 전달하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기존

사회체계의 짜임새를 패러다임 수준에서 전환하지 않고서는 생태학적 환

경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조용개, 2001).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문화축제로서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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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였다. 이 연구는 학술적 차원과 경험에 기반한 실증적 차원에서 각

각 의의를 갖는다.

먼저, 연구에서는 기존에 정립되지 않았던 ‘생태문화축제’의 개념을 체

계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생태문화축제’의 성격에 비추

어, 사회의 다양한 축제를 환경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영화제가 지역문화축제의 일

종으로 불리던 대신, 지역적 구분이 없이도 환경영화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의 인식과 경험을 통하여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

미를 다양하게 발견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를 통한 발견은 다음의 의의가

있다. 첫째,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흥미로운 환경영화를 과거보다 다양하

게 발굴할 수 있음과, 이를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감적 이해와 사회적 지지를 수반하는 ‘소통’은 환경교육

적 전략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셋째, 비일상적으로 개최되는

친환경 행사도 환경교육에 있어 유의미한 존재임을 밝혔다. 넷째, 불특정

한 다수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도 환경교육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을

밝혔다.

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환경에 대해 학습하

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환경영화제를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생태문화축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환경영화제를

통한 환경교육에 긍정적인 시각을 발견하고, 환경영화제의 가치를 경험

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영화제의 환경교육적 가능성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점, 환경교육적 효과는 정량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화제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조명할 수 있는 검

증이 향후 연구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제를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 부대행사 운영자들 등으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하

여 이들의 시각에서 환경교육적 의미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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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환경영화제는 영화 감상, 소통, 체험, 그리고

함께하는 경험을 부담 없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의 장

(場)이다. 환경영화제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까지 연결되어 사회를 변화

시키는 데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Hansen-Skovmoes

& Røijen et al., 2013). 궁극적으로, 환경영화제가 제공하는 환경교육적

가치는 생태문화를 추구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

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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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서울환경영화제 참여 동기와 기대 분석)

<부록 3> 환경영화제의 성격 도출 과정

(연구 참여자의 서울환경영화제 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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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환경영화제 추진 실적

회

차
개최 기간 상영장소

참 여

국 가

(개국)

작 품

(편)

상 영

(회)

관 람 객

(명)

1 ’04.10.22.～26.(5일) 이화여대대강당, 씨네큐브, 정동스타식스 등 19 99 66 5,120
2 ’05.09.08.～14.(7일) 스카라극장, 씨네큐브, 정동스타식스 등 34 114 98 6,166
3 ’06.05.04.～10.(7일) 연세대백주년기념관, 이화여고백주년기념관 등 28 108 92 12,000
4 ’07.05.17.～23.(7일) 세종문화회관, CGV상암 23 112 90 5,882
5 ’08.05.22.～28.(7일) 서울시청광장, CGV상암 36 157 115 9,441
6 ’09.05.21.～27.(7일) CGV상암 36 134 106 10,604
7 ’10.05.19.～26.(8일) 롯데에비뉴엘 30 107 106 5,715
8 ’11.05.18.～25.(8일) 연세대백주년기념관, CGV상암 42 143 100 8,591
9 ’13.05.09.～15.(7일) 마포아트센터, CGV용산 27 112 91 12,140
10 ’14.05.08.～16.(8일) 연세대백양아트홀, CGV용산 42 146 108 14,886
11 ’15.05.08.～15.(8일) 씨네큐브, 인디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등 35 111 106 13,800
12 ’16.05.07.～14.(8일) 씨네큐브, 인디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등 47 113 118 115,567
13 ’16.05.06.～12.(7일) 씨네큐브, 인디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등 40 85 115 10,041
14 ’17.05.18.～24.(7일) 이화여대ECC아트하우스모모관, 삼성홀 24 51 73 7,813
15 ’18.05.23.～29.(7일) 서울극장, 세운옥상 19 56 91 6,423
16 ’19.05.23.～29.(7일) 서울극장 24 59 80 7,051
17 ’20.07.02.～15.(14일) 메가박스 성수, 서울숲 27 57 84 191,159
18 ’21.06.03.～9.(7일) 메가박스 성수, 온라인 상영 25 64 87 251,571
주.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로부터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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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경영화제의 성격 도출 과정: 참여동기와 기대 분석

이름 참여 유형 참여 동기 기대 환경영화제 성격

동민 자원봉사자

“저 그냥 스스로가 혼자 찾아본

거죠. 환경에 관련된 활동(생태적,

경험적)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환

경재단을 검색하다가 알게 됐고.

그리고 환경영화제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뭔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스케

줄을 다 소화를 해내야 되고, 결과물을

빨리 관리해야 돼서 근데 그 경험이 사

실은 없다보니깐. 그런 수행하는 것 자

체에 대한 경험(경험적)을 기대를 했었

어요.”

“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있

는...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

고 싶었던 게 크고(의사소통적).”

생태적

경험적

의사소통적

원일 자원봉사자

“인디다큐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

자원봉사자에서 처음 알게 된 동

생이었는데, 그 친구랑 너무 친해

져가지고. 우리 서울환경영화제에

도 같이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같

이 지원한 거가 있거든요.”

“일단은 연예인들이 많이온다(오락적)는

영화제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유희적

(오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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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참여 유형 참여 동기 기대
환경영화제

특성

유진 관객심사단

“사실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

했다기보다는 관객 심사단 활동이

너무 궁금해서(관심, 호기심) 참여

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하는 영화제 중에서 관

객심사단 활동(경험적)을 하는 데

는 환경영화제밖에 없는 것 같더

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영화 보는 거 좋

아하고(흥미) 관련해서 블로그나

그런 데 비평 쓰는거 좋아하거든

요. 그래서 저처럼 관심사(관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제가

쓰는 비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

했던 것(호기심)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영화제 하면 보통 좀 작

품성 있는 작품들이 더 많잖아

요....OTT나 그런 걸 통해서 공개된 영

화가 아니라 아예 영화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봤을 때는 또 어떤 느

낌일지 궁금해서(호기심)...”

“저는 다른 관객 심사단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의사소통적)도 많이 있을

줄 알았고... 그리고 또 뭔가, 환경 관련

된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친환경 비누 만들기(생태적,

환경교육적)약간 이런 캠페인 같은 것

들이요.”

흥미(관심,흥미)

호기심

경험적

의사소통적

생태적

환경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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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참여 유형 참여 동기 기대
환경영화제

특성

오즈
관객심사단

, 일반관객

"저는…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흥미,관심)사람이고요. 다큐멘터

리를 제작하는 게 이제 좀 작은

소망이자 꿈이에요. 그런 마음으

로 영화제를 많이 찾아다니는 편

인데 2019년에 우연히 좋아하는

(관심) 감독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제 방문한 곳이 환경영화제였어

요. 그 곳에서 환경에 대한 주제

로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관람하

게 됐고요…근데 우연치 않게 올

해 이제 관객 심사단을 모집한다

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다시 하게 됐

습니다."

“일단 환경이라는 이슈(생태적)에 대해

서 관심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가장 컸어요. 제가 일단 환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의사소통적)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환경을)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다.(환경교육적)

진짜 이 욕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흥미(관심,흥미)

생태적

호기심

의사소통적

환경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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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환경영화제의 성격 도출 과정: 경험 분석

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에반

“이번에 그레타툰베리도

재밌었었고(재미).”

“환경을 포함해서 인류사

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나타낸(환경교육적) 만화

영화인데”

“야생성이 없는

기러기들을 스스로 막

철새처럼. 겨울에 날아갈

수 있게(생태적)...”

“애들은 ‘환경영화제인데

이게 환경이랑 관련이

있나요?’ 막 순수한

질문(호기심)을...(의사소

통적)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던거 같아요.”

“개인적으론 처음에

강조안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깊었죠(환경교육적).

자기가 환경 관련해서

가지는 생각하고

책임감하고...”

-

“노르웨이에서 만든 다큐

영화인데, 밍크를

사육...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있는데

방치당하고...그런걸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그런 분위기(생태적,

공감적)”

환경영

화제

성격

흥미(재미), 환경교육적,

생태적

교육적(호기심),

흥미(재미), 의사소통적,

환경교육적

생태적, 공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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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비숑

“마치 환경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저한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환경교육적)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그
아버지라는 캐릭터에
몰입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된다는 영화의
문제의식(환경교육적)에
굉장히 공감(공감적)을

많이 했어요.”

-

“미관상으로 저희의 눈을
잡아 끌지(흥미)
않습니까.”

“전시회(비일상적)에
있는 작품들이…일회용
사용을 좀 줄이고

플라스틱 배출 이런 걸
좀 자제를

해라(환경교육적) 이런
메시지를 전달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애요.”
“재활용을 사용해서
새롭게 만든 거도

그것만의 가치(생태적)를
가지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미 사용된 물건을 한
번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할까?(호기심)”

-

환경영

화제

성격

환경교육적, 몰입, 공감적
흥미, 비일상적,

환경교육적, 생태적,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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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우정

“영화가 진짜

재밌어가지고(재미) 좀더

집중(몰입)을 해서 보다

보니깐”

“환경의 범위에서

편견을 확장시킬

수(환경교육적)

있었던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좀 친근한? 넓은

범위인? 우리생활에

되게 가까운 느낌”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이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구나(의사소통적).

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좀...찾아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알게 된

(교육적)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

“저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랑, 다들 환경에

관심(흥미, 생태적)이

있으신 상태에서 오신

게

느껴지더라고요.(유대감)

열의를 가지고 오신게

느껴져서. 그런분들이랑

대화(의사소통적)도

이런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것들이

되게 재미있었었고,”

환경영

화제

성격

흥미(재미), 몰입,

환경교육적
의사소통적, 교육적

흥미(관심, 재미),

생태적, 의사소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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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동민 -

“환경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과의

인터뷰(의사소통적)가 되게

감명 깊었어요(교육적).

더러워진 지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생태적), 이런 활동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이 넘쳐보였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주시는 게(의사소통적,

환경교육적)”

“저는 신발 워커.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신어봤거든요…너무

폐가죽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너무 완벽하게 완성품이

나와 있어서 되게

신기해서!(호기심)”

“한번의

퍼포먼스(비일상적)일지라도...”

“가방 같은 데에다가 자수를 놓고

뭔가 바다를 표현한 것

같았는데...해양 속에 동물들을 잘

기억하고 싶은 느낌(생태적)이

강하게 남았어요. 뭔가 바다를

표현한 것 같은느낌?(환경교육적) ”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뭔가(유대감)가

있다. 서로 공감하는 거,

그리고 같이 동의하는

거를 영화로 표현한

거고, 그 영화제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연대감,

공동체적)”

환경영

화제

성격

의사소통적, 교육적, 생태적,

경험적

의사소통적, 교육적, 환경교육적,

비일상적, 생태적

생태적, 공감적,

공동체적(유대감,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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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원일 - -

“그 당시에(제16회 영화제)

무슨 채식 서약인가. 채식

약속(환경교육적)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적으면은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요일은 무조건

채식을 하겠다(경험적) 라는

그런 이벤트(비일상적)가

있었어요.”

“실제로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많이!...제가 듣기로는

배우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스타감독들이 올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되게

놀랐었죠.(비일상적)””

“에너제틱한(활기) 축제의

어떤 분위기(유희적)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친해진 자원봉사자들한테 나

이번에 서울환경영화제

하는데, 너네도 놀러 와!…또

걔네들이 와가지고 간식 같은

거 바리바리 많이 싸들고

오고.(공동체적)”

환경영화제

성격

환경교육적, 생태적, 경험적,

비일상적

비일상적, 유희적(활기),

공동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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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유진

“아무래도 저는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만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관심, 환경교육적)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만 있지는

않은지(재미)를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채식(생태적)에

호기심이 있었는데. 정리된

압축본으로 정보를 받고 싶어서

선택하게 된 영화였는데,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어요(환경교육적). ”

“GV 당시… 아무래도

문제 제기(환경교육적)에만

멈추고 환경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게 조금 아쉽긴

…감독님이 원래 영화는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이지 답을 내리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이 다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공동체적)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의사소통적)….”

-

“…제일 좌석이 많이 차

있던…. 근데 그 이유가

각종 고양이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공동체적)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던 분이

연예인이라서(오락적)더

많이 오신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분들이 전부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옷차림이나 쓰는

물건들에서

느꼈기(생태적)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공간에 같이

있다(연대감)는

것만으로도….”
환경

영화

제

성격

흥미(관심,재미),

생태적,

환경교육적(호기심)

환경교육적, 공동체적,

의사소통적

공동체적(연대감),

유희적(오락적),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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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감상하기 소통하기 체험하기 함께하기

오즈

“내가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자각(환경교육적)하는

…일상적으로 공감(공감적)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주제로(환경교육적)

인권 그리고 우리 생활, 기아 문제,

출산 문제, 이런 인간에 관련된

주제(생태적)를 다뤘던 게 조금

신기하네?(흥미)”

“환경이라는 이슈를 다양한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구나(환경교육적).”

“영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몰입).”

“그게 되게 정말 정말

뭉클했어요(공감적)…

일단 다 (감독의)

가족분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공감적)이었고.”

“그게 정말 관객들이랑

이렇게

끈끈하게(연대감)

대화했던

시간(의사소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이 느껴진달까요?”

“생각보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공동체적)

굉장히 놀라웠고, 어 딱

도착했는데 1층에서

줄리안 퀸타르트를

봤어요. 우와 연예인이다!

그런 기쁨(오락적)

있었고,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장면도

되게 설레면서 바라봤던

것 같고요(즐거움).”

“자극도 많이 받고 좀

영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환경교육적).”
환경

영화

제

성격

흥미(관심,재미,흥미), 공감적,

환경교육적, 생태적, 몰입

공감적,

공동체적(연대감),

의사소통적

-

공동체적(연대감),

유희적(오락적, 즐거움),

환경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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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s

an ecological and cultural

festival

Understanding Environmental Education

from Citizens' Experience at the Seoul

Environmental Film Festival

Hye Sung, J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film festivals can be used as an effective means for

establishing ecological culture.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ims

at ecological values and provides the public with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lutions through the power

of film.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the environmenta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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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is being slowly declining amongst famous film festivals, and

as such its influen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is also declining. In

order for citizens to have a variety of experience, including

experiences environmental films that naturally arouse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should be reborn

as an ecological cultural festiv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s an ecological cultural festival.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was

explored, and it’s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interpreted.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motivations for

attending and expectations of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Seoul

Environmental Film Festival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examin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what they experienced.

First, an eco-cultural festival is a ‘collective activity that creates

and enjoys a lifestyle based on ecological values in a fun and special

time and space, and which also attribut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refore,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which is a branch of the

ecological cultural festival, can be used as a resourc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eco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interact and bring new meaning to

environmental education. These new meanings were found in

participants' experience of appreciation, communication and experience

at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s an eco-cultural festival,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becomes

a venu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Citizens accepted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s a ‘new experienti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n ecological cultural festival that can contribu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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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hange’. This suggests that the environmental educational value

and potential of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re inherent in the

perception of citizens. It is hoped that the environmental film festival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culture through the spread of environmental educational meaning.

keywords :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Ecological Culture Festival, Qualitative Case Study

Student Number : 2020-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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